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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 전통적 개념의 사회복지서비스는 저소득층이나 장애인 등을 포함
한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정부가 무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가 주를
이루었음.
- 전통적인 사회복지서비스는 대상자가 주로 소외계층으로 제한되
며 서비스 내용도 단순돌봄이나 기초생계비 지원이 주를 이루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정부의 정책도 취약계층을 위한 잔여적 사
회복지서비스의 효과적인 전달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우리나라는 잔여적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을 중심으로 복지정책을
수행해 왔으나, 1990년대와 2000년대 초반에 본격화된 인구 및 사회
구조 변화로 2000년대에 들어서는 사회복지와 관련된 정책의 재검
토가 필요해졌음.
- 1990년대부터 저출산∙고령화, 핵가족화, 이혼율 증가, 여성의 사
회참여 증가 등과 같은 사회 및 인구 구조의 변화를 겪기 시작하
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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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2000년대에 들어 보편적 사회서
비스에 대한 사회적∙정책적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하였음.
- 보편적 사회서비스는 주로 돌봄서비스가 중심이 되는 사회복지
서비스에 비해 크게 확장된 개념으로 소외계층뿐만 아니라 전 국
민을 대상으로 함.
- 기초생계 보장을 중심으로 하는 전통적인 사회복지 정책뿐만 아
니라 보육, 문화, 체육, 사회참여 등과 같이 일상생활에서 삶의 질
을 높이기 위한 서비스를 포괄적으로 포함함.
○ 과거 사적 영역에 있던 돌봄 기능을 사회적으로 지원하는 돌봄의
사회화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졌으며, 특정 소외계층이 아닌 대부분
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사회서비스에 관심이 높아지고 수요도 고
급화∙다양화되었음.
○ 보편적 사회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면서 정부
의 사회서비스 관련 지출도 2000년대 들어 크게 확대되었음.
- 이에 따라 사회서비스와 관련된 투자와 지출의 투명성을 확보하
고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의 점검 및 보완책에 대한 필요성
도 크게 높아졌음.
○ 정부는 이러한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제도를 2007년 8월에 도입하였음.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제도는 사회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이용자
에게 사회서비스 구매 카드를 제공하여, 이용자가 공급기관을 선
택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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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자는 현금카드와 유사한 카드를 지급받으며, 서비스 신청, 이
용, 비용지급, 정산 등 전 과정이 전자시스템으로 처리∙기록됨1).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제도의 도입으로 예산 집행의 투명성이 높
아졌으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부담이 감소되었음2).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이용자가 지정된 복
수의 제공기관 중에서 한 곳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이는 제공
기관 간의 경쟁이 발생하게 된 것임.
- 전자바우처제도 도입 이전에는 정부가 각 사회서비스 이용자에
게 특정 제공기관을 지정하였으며, 이용자는 지정된 공급기관에
서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었음.
- 즉, 제공기관들은 자신들에게 할당된 이용자에게만 서비스를 제
공할 수 있으므로 공급자들 간의 경쟁은 거의 없는 상황이었음.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제도로 사회서비스 시장에 제공기관 간
경쟁이 부분적으로 도입되었으나 경쟁이 제도적으로 제한되어
있었음.
- 2012년 7월까지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은 기관만이 사회
서비스 전자바우처 이용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
음(지정제).
- 유사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관이라 할지라도 지자

1) 조현승 외 (2012).
2)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사회서비스, 선택은 다양하게! 운영은 투명하게!”2012.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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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의 허가를 받지 못하면 전자바우처 이용자를 대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없었으므로 강한 진입장벽이 존재하는 상황이었음.
○ 이러한 진입장벽으로 인해 사회서비스 시장에서의 경쟁촉진을 통
한 효율성 제고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음.
- 공급자의 진입과 탈퇴가 소비자들의 선택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
고 지자체의 선택에 의해 결정되므로 경쟁을 통한 효율성 제고에
한계가 존재하였음.
○ 진입장벽을 낮추어서 경쟁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은 제도 초
기에도 존재하였으나, 전자바우처 도입 초기에는 갑작스러운 환경
변화로 인한 혼란의 여지를 극소화하기 위해 지정제 방식을 유지
하였음.
- 바우처 도입 이전에는 정부가 이용자에게 서비스 이용기관을 정
해 주었으므로 사실상 제공기관 간 경쟁이 없었으며, 이용자들도
자신이 제공기관을 선택할 여지가 거의 없었음.
- 바우처 도입은 경쟁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경쟁을 도입한 것이므
로 사회서비스 부문에 있어 매우 큰 변화라 할 수 있음.
- 이러한 큰 변화로 인해 제도 도입 초기에 발생할 혼란에 대한 우
려가 있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소비자와 공급자가 변화
된 환경에 익숙해질 때까지는 높은 진입장벽을 유지하였음.
○ 이후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제공기관과 이용자가 경쟁체제
에 익숙해지면서,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시장 진입 조건을 보다
완화하여 경쟁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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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자와 수요자가 모두 제도에 익숙해졌으므로 진입장벽을 낮추
어경쟁을더욱강화하는것이바람직하다는주장이제기된것임.
○ 이러한 논의에 기초하여 보건복지부는 2012년 8월부터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진입방식을 지정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기로 결정하
였음3).
- 이전까지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하는
제공기관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지정제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으나, 8월부터는 제공기관이 사업별로 규정한 일정한 기준을
갖추어 시∙군∙구에 등록하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등록제로
전환되었음.
○ 지정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된 사업은 복지부 6대 전자바우처 사업
중 가사간병도우미,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역
사회서비스투자사업 등 4개 사업이 해당됨.
-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장애아동재활치료사업에 대해서는 기존의
지정제 방식이 유지되고 있음.
○ 복지부는 기존의 지정제에서 등록제로의 전환으로 인해 공급자의
진입장벽이 낮아져 제공기관 간 경쟁이 강화되고 소비자들의 선택
권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또한,“등록제 시행으로 사회서비스 시장 진입 문턱이 낮아짐에
따라 제공기관과 인력 수가 늘고, 규모가 큰 종합 돌봄서비스 기
3)「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에 의거해 2012년 8월 5일부터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가 시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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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이 등장하는 등 서비스 품질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
이라
고 기대하고 있음4).
○ 그러나 가격이 정부의 지도에 의해 결정되고 아직까지 제공 가능한
부가서비스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므로 등록제로의 전환이 제공
기관의 행태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도 있었음.
- 전자바우처 시장은 정부의 예산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고 아직
시장이 성숙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진입장벽 완화 자체가 단기적
으로는 소비자와 제공기관의 행태에 큰 변화를 주지 않을 것이라
는 예상도 가능함.
- 지금과 같이 가격이 통제되고 제공기관의 수입 대비 항목별 지출
비율까지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는 등록제의 효과가 미미할 것이
라는 주장도 있음.
○ 따라서 등록제 도입 이후 정책당국의 목적대로 제공기관의 진입이
증가하여 경쟁이 강화되었는지, 그리고 시장구조에 변화가 발생하
였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임.
- 만약 당국의 목표대로 경쟁이 더 활성화되었다면, 이러한 추세를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한 정책운영이 필요할 것임.
- 그러나 제공기관의 진입이 기대만큼 활발하지 않다면, 그 원인을
분석하고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추가적인 정책을 고려해 보
아야 할 것임.

4) 연합뉴스,“4개 사회서비스 기관 자격 등록제로 전환”
, 2012년 8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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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같이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시장 환경에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제도 변화가 있었지만, 아직까지 등록제 전환이 제공기관
의 진입을 촉진하였는지 또는 시장구조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상황임.
- 특히, 등록제 도입의 목적인 경쟁 촉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지, 그리고 실제로 유효 경쟁이 증가했는지 여부를 정량적으로 분
석한 연구는 전무함.
○ 정량적인 분석이 전무한 이유는 데이터 사용의 어려움 때문임.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관련 데이터는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에서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있으나, 이 데이터가 분석에 활용될 수
있게 가공되어 제공되지 않고 있음.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이용실적 데이터의 분량이 방대하여 이
에 대한 정량적 분석이 가능한 상태로 데이터를 가공하는 데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됨5).
○ 본 연구에서는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의 사회서비스 전자바우
처 이용실적 자료를 분석 가능한 자료로 재가공하여, 제공기관 등
록제 도입 이후에 실제로 제공기관의 진입이 증가하였는지 여부와
시장구조가 변화하였는지를 정량적으로 분석하고자 함.
- 등록제로 변경된 서비스와 아직 지정제가 유지되고 있는 서비스

5) 연도별∙사업별로 데이터 관측치 수에 차이가 있으나, 각 연도별로 6대 바우처 사업의 관
측치의 총합은 1,000만개 이상임. 즉, 6개 사업의 5년 기간 분석을 위해서는 약 5,000만개의
관측치를 가공하여 분석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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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비교 분석한 후,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함.
- 등록제 적용사업(노인돌봄종합서비스와 산모신생아도우미서비
스)과 지정제 유지 사업(발달재활서비스)의 차이를 비교 분석함6).
- 또한, 등록제 도입의 효과가 도시지역과 농어촌지역 간에 어떻게
다른지를 비교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함.
○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음.
- 2장에서는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제도 도입 경과 및 도입 이후
제도 운용 현황을 분석함.
- 3장에서는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 현황을 살펴본 후, 등록
제 도입이 각각 다른 사회서비스 분야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를 분석함.
- 마지막으로 4장에서는 분석결과를 요약하고 종합하여 사회서비
스 관련 정책 수립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함.

6)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에서 가장 예산 비중이 높고 참여기업이 많은 사업은 지역사
회서비스투자사업임. 지역사회투자서비스사업은 각 지자체에서 제안한 다양한 서비스들
을 하나의 사업단위로 묶어 예산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매우 다양한 종류의 서비스를 포함
함. 예를 들어,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노인 맞춤형운동서비스, 장애인 돌봄여행서비
스, 다문화가정 지원서비스, 자살 고위험군 건강증진서비스, 취약계층아동 예술멘토링 서
비스 등과 같이 전혀 무관한 수십 가지 서비스를 예산집행상의 편의에 의해 하나의 사업으
로 관리하는 것임. 따라서 비중이 가장 높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하
나의 동질적인 서비스로 간주하여 분석하는 것은 부적절하여, 본 연구의 분석대상에서 제
외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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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도입 경과
○ 사회서비스 분야에 전자바우처 도입이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2000
년대 중반임.
- 이전에는 주로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잔여적 복지에 정책
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으므로, 시장기능 도입을 통한 사회서비
스 부문의 효율성 제고는 정책적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음.
○ 199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고령화, 가족해체, 근로빈곤 등으로 인
한 인구 및 사회구조 변화가 2000년대 들어 가속화되고, 2000년대
중반부터는 취약계층을 넘어 일반 서민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보편
적 사회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기 시작하였음.
-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의 공급자 위주 전달체계 개편
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고, 그 대안으로 수요자 중심
전달체계인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제도가 도입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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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는 도입 첫해인 2007년에는 노인돌봄종합
서비스,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서비스의 3개
사업이 운용되었음.
<표 2-1>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의 전개과정
연도

관련 기관 및 사업내용
비고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사회서비스관리센터
전자바우처 시작∙운영
(2007.3)
- 노인돌봄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지역복지서비스정책관실(2007.5)
2007 - 장애인활동보조
(재)사회서비스관리센터(2007.12�2011.5)
- 산모신생아도우미
- 지역사회서비스투자 보건사회연구원 사회서비스연구센터(2007)
보사연

2008

주요 정책

전자바우처 사업 확대

가사간병(4월), 아이사랑카드(9월),
임신∙출산진료비 지원(11월)

사회서비스 선도사업

민간경상보조방식의 사회서비스 벤처 육성
(2010년 CSI로 통합)

정책관리체계 연구개발 사회서비스 성과 및 품질 연구
확
대

민간 연구 기관 설립
정책관리체계 개편

(사)사회서비스연구원
(재)한국사회서비스관리원 명칭 변경(2009.9)

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대학 기관/시설을 사회서비스 인프라로 개방
(2011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로 통합)

2009 전자바우처 사업 확대
사회서비스 정책
네트워크
2010 전자바우처 사업 확대

제
도
화

2011

장애아동재활치료(2월)
서울 장애인 활동보조 추가 지원(11월)
한국사회서비스학회(5월)
한국사회서비스산업협회(6월)
국회 사회서비스 포럼(7월)
시청각장애부모 자녀 언어발달 지원(8월)

전자바우처 사업 관리
조직 축소

(재)한국사회서비스관리원 폐지
※ 한국사회복지정보개발원으로 통합

사회서비스 법적 기반
마련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
사회보장기본법에서“사회서비스”규정

2012 사회서비스 정책 확산

민간신용카드에서 국가 바우처 카드로 전환
(7월)
사회서비스 아이디어 공모전
사회서비스 R&D 사업

자료 : 이재원(2012), 조현승 외(2012)에서 재인용

사회서비스
관리센터
민간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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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에 기존에 종이바우처였던 가사간병서비스와 산모신생아
도우미서비스가 추가되었으며, 2009년에는 지역사회서비스투자
사업의 일부였던 장애아동재활치료서비스가 독립적인 바우처 사
업으로 분리되었음.
- 이후, 사업내용에는 변화가 없이 장애인활동보조는 장애인활동
지원으로(2011년 11월), 장애아동재활치료는 발달재활서비스로
(2013년 1월) 명칭이 변경되었음.

2.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운영기관의 등록제 전환
○ 2009년 이후 6대 바우처사업을 중심으로 운영되며 큰 변화가 없었
으나 기존의 제도가 지나치게 경쟁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어, 보건
복지부는 2012년 8월부터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진입방식을 지정
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였음.
- 기존의 지정제 방식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음.
- 등록제로의 전환으로 서비스 제공기관이 사업별로 규정한 기준
을 갖추어 시∙군∙구에 등록하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어
진입장벽이 크게 낮아졌음.
○ 보건복지부는 등록제 시행으로 인해 사회서비스 시장에서 진입장
벽이 크게 완화됨에 따라 제공기관과 제공인력 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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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규모가 큰 종합 돌봄서비스 기관이 등장하고 기관 간 경쟁
을 통한 서비스 품질 제고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7).
- 그러나 가격이나 지출항목 등과 같은 강한 운영규제하에서는 등
록제 전환의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예상도 있음.
○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가 적용되는 사업은 복지부 6대 전자
바우처 사업 중 가사간병도우미,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등 4개 사업임.
- 장애인활동지원사업과 장애아동재활치료사업에는 기존의 제공
기관 지정제 방식이 유지되고 있음8).

�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등록기준 주요 내용
○ 등록기준은 크게 시설, 인력의 수, 인력의 자격으로 구분되며, 각 서
비스별로 다소 차이가 있음.
○ 시설기준은 모든 서비스에 대해 다르게 설정되어 있어, 동일한 사
업이라 하더라도 서비스의 내용에 따라 기준이 다름.
- 노인돌봄서비스의 경우, 재가방문형서비스는 시설 면적에 대한
기준이 없이 사무실만 확보하면 제공기관으로서 등록이 가능하
지만, 노인돌봄 주간보호서비스는 시설 전용면적이 90m2 이상 이
어야 함9).
7) 보건복지부 (2012).
8)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 장애아동재활치료사업은「장애아
동복지지원법」
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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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사회서비스 중에서 재가방문형서비스, 가사간병 지원, 산모
신생아도우미는 시설 면적에 대한 기준이 없이 사무실만 확보하
면 제공기관으로서 등록이 가능함.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중에서 아동인지, 아동멘토링, 아동체
험, 돌봄여행 서비스 등과 같은 집단활동형 서비스도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무실만 확보하면 등록이 가능함.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중에서 기관방문형 서비스는 시설 전용
면적이 33.0m2 이상이어야 하며, 이용정원이 10명 이상인 경우 1명
당 3.3m2가 추가로 확보되어야 함.
○ 인력 규모도 각 서비스별로 다르게 설정되어 있음.
- 재가방문형 노인돌봄, 가사간병, 산모신생아도우미는 기관당 제
공인력 10명 이상이지만, 농어촌의 경우는 제공인력 3명 이상으로
기준이 완화됨.
- 노인돌봄 주간보호서비스의 인력기준은 이용자 7명당 제공인력
1명임.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세부사업별 제공인력을 3명 이상으
로 규정하고 있음.
○ 제공인력의 자격은 제공기관의 장(또는 관리책임자)과 고용된 제
공인력에 대해 별도의 기준이 적용됨.
- 제공기관의 장 또는 관리책임자는 다음의 한 가지를 만족해야 함 :
9) 이용정원이 10명 이상인 경우 1명당 3.3m2를 추가로 확보해야 함.

18 사회서비스산업의 시장구조 및 제공기관 행태 분석

「사회복지사업법」
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의료법」
에
따른 의료인 자격 취득자,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로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 해당 사업 관련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자로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고용된 제공인력에 대한 자격은 각 서비스 담당자에 따라 해당 서
비스의 자격을 요구함.
�가사간병, 노인돌봄서비스 :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
�산모신생아도우미 : 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교육과정을 이수
한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 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자

3. 주요 서비스별 사업지침 변화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 노인돌봄종합서비스는 고령화 사회에서 혼자의 힘으로 일상생활
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가사 및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부양가족의 사회∙경제적 활동기반
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서비스 내용으로는 신변∙활동 지원과 가사∙일상생활 지원이 포
함됨.
○ 노인돌봄종합서비스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 중에서 가구 소득,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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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서비스 대상자를 선정하며, 서비스 신청자격 기준은 해당
연도에 따라 다른 제도와의 정합성 등이나 실정 등을 고려하여 조
정되어 왔음.
- 건강상태가 노인장기요양 등급 외에 해당하는 만 65세 이상의 노
인이면 서비스 신청자격이 주어짐10).
<표 2-2> 노인돌봄종합서비스의 내용
내용

방문서비스

주간보호서비스

신변∙활동 지원：식사도움, 세면도움, 체위변경, 옷 갈아입히기, 구
강관리,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화장실 이용 도움
※ 목욕보조서비스는 보호자가 입회하는 경우에만 가능
가사∙일상생활 지원：취사, 생활필수품
※ 의료인이 행하는 의료∙조산∙간호 등의 의료서비스 제공은 불가,
구매∙청소∙세탁 등은 가능
주간보호시설 이용：기능회복 서비스(물리치료∙작업치료∙언어치
료, 여가 등), 급식 및 목욕, 노인 가족에 대한 교육 및 상담, 송영서비
스등

*서비스 대상자 본인의 활동 및 일상생활 지원에 한정하며, 신변∙활동 지원 서비스 없이
가사∙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만 이용하는 것은 불가
** 노인돌봄서비스는 재가서비스가 원칙으로 대상자가 의료기관에 입원 시 간병서비스 제
공 불가
자료 : 보건복지부

10) 노인장기요양 등급(1~3)은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65세 이상 노인 및
65세 미만 치매, 뇌졸중 등 노인성 질병을 갖고 있는 자에게 주어짐. 전자바우처 사업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는
노인을 대상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지만, 예외적으로 장애 1~3급 및 중증질
환자나 기타 보호가 필요하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한 대상자는 서비스 대상자로 포
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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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도입 당시에는 소득이 전국가구 평균소득 80% 이하였으
나, 2008년부터는 전국가구 평균소득 150% 이하로 대상자가 확대
되었음.
- 2012년에는 중풍 및 치매 환자에 대해 가구 소득이 전국가구 평균
소득의 200% 이하까지 대상자를 확대하였음.
○ 2008년 6월부터 8월까지 노인돌봄종합서비스의 일부가 가사간병서
비스로 편입되었다가 다시 2009년 1월부터 3월 기간에 가사간병서
비스로 편입된 바 있음. 서비스의 대부분이 노인돌봄종합서비스로
편입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변화임.
- 이로 인해 2008. 6~8월 사이에 급격하게 이용 건수∙이용자 수가
감소한 바 있으며, 2009. 1~3월 사이에 급격하게 이용 건수∙이용자
수가 다시 증가하였음.
○ 제공기관의 서비스 단가는 다음과 같음.
<표 2-3> 노인돌봄종합서비스 가격

130% 이상 ~ 150% 이하
100% 이상 ~ 130% 이하
월 27시간
차상위 초과 ~ 100% 미만
(9일)
차상위 계층
기초생활수급자
130% 이상 ~ 150% 이하
100% 이상 ~ 130% 이하
월 36시간
차상위 초과 ~ 100% 미만
(12일)
차상위 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자료 : 보건복지부

서비스가격(A+B) 정부지원금(A)
월 264,600원
월 216,600원
월 264,600원
월 222,600원
월 264,600원
월 227,600원
월 264,600원
월 246,600원
월 264,600원
월 264,600원
월 352,800원
월 288,800원
월 352,800원
월 296,800원
월 352,800원
월 303,800원
월 352,800원
월 328,800원
월 352,800원
월 344,520원

본인부담금(B)
월 48,000원
월 42,000원
월 37,000원
월 18,000원
무료
월 64,000원
월 56,000원
월 49,000원
월 24,000원
월 8,28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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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제공기관은 시간당 서비스 단가(9,800원) 중 7,425원 이상을
노인돌보미의 임금(4대 보험 본인부담금 포함)으로 사용해야 함.
- 관리 운영비는 서비스 단가(9,800원) 중 2,375원 미만에서 관리(4대
보험 기관부담금 및 노인돌보미 퇴직금 포함)해야 함.

� 산모신생아도우미서비스
○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은 도우미를 출산가정에 파견하여 산
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관리하는 서비스임.
-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서비스로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가사서비스
의 일부도 포함하고 있어 서비스 내용이 다른 서비스에 비해 포괄
적임11).
○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의 서비스 대상은 출산가정의 소득과
재산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는데, 구체적인 기준은 다소 변화가 있
었음.
- 도입 당시인 2007년에는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80% 이하의 가구에
신청자격이 주어졌으나, 2008년에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65% 이하
로, 2009년에는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50% 이하로 소득기준이
강화되어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음.
- 소득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배기량이 2,500cc 이상이고 평가액이

11)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보다 구체적인 표준 서비스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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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만원 이상인 차량을 소유한 가구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됨.
○ 서비스 기간도 2007년에는‘출산(예정)일 전 60일 전후에 있는 자’
였으나 2011년부터는‘출산(예정)일 전 40일 또는 출산 후 30일 이내
에 있는 자’
로 변경되어 적용되고 있음.
- 바우처로는 2주에 걸쳐 12일 동안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지만, 쌍
생아 출산가정의 경우 3주(18일), 삼태아 이상 출산가정 및 중증장
애인 산모는 4주(24일) 동안 이용이 가능함.
<표 2-4> 산모신생아도우미서비스 가격
서비스 가격
(A=B+C)

소득
전국가구 평균소득
50% 초과(예외지원)

단태아

최대
792,000원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초과~50% 이하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이하
전국가구 평균소득
50% 초과(예외지원)

쌍생아

최대
1,457,000원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초과~50% 이하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이하
전국가구 평균소득
50% 초과(예외지원)

삼태아 이상,
중증장애인 산모

최대
2,158,000원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초과~50% 이하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이하

자료 : 보건복지부

정부지원금(B) 본인부담금(C)

566,000원

226,000원

613,000원

179,000원

1,120,000원

337,000원

1,167,000원

290,000원

1,704,000원

454,000원

1,751,000원

40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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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기관의 서비스 단가는 <표 2-4>와 같음.
○ 총 매출 대비 항목별 지출비용은 다음과 같음.
-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 서비스 제공기관은 서비스 가격의 75% 이
상을 제공인력 임금(4대 보험 본인부담금 포함)으로 사용해야 하
며, 관리운영비는 서비스 단가의 25% 이내에서 관리(4대 보험 기
관부담금 및 도우미 퇴직적립금 포함)해야 함.

� 발달재활서비스
○ 발달재활서비스는 장애아동의 기능 향상과 행동 발달을 위한 적절
한 재활치료 서비스를 지원하고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임.
- 언어∙청능 치료, 미술∙음악 치료, 행동∙놀이∙심리운동 치료 등
재활치료서비스를 제공하며, 장애아동 및 부모의 수요에 따라 제
공기관이 치료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음.
- 또한, 장애 조기 발견 및 중재를 위한 부모 상담 서비스도 제공함.
○ 서비스 대상자는 나이, 소득, 장애 유형에 의해 결정되며, 나이와 소
득기준은 대상자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변화가 있었음.
- 도입 당해인 2009년부터 2010년까지는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재
가장애아동, 시설입소아동)이 대상자였으나, 2011년부터는 만 20
세로 대상자를 확대하였음.
- 소득기준도 2009년에는 전국가구 평균소득 50% 이하 가구의 아동
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2010년부터는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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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발달재활서비스 기준 가격
서비스가격(A+B)

바우처지원액(A)

본인부담금(B)

기초생활수급자

월 22만원

월 22만원

면제

차상위 계층

월 22만원

월 20만원

2만원

차상위 초과 전국가구
평균소득 50% 이하

월 22만원

월 18만원

4만원

전국가구 평균소득
50% 초과 100% 이하

월 22만원

월 16만원

6만원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초과 150% 이하

월 22만원

월 14만원

8만원

자료 : 보건복지부

하로 완화되었음.
- 장애 유형은 뇌병변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청각 장애, 언
어 장애, 시각 장애 등을 포함하며, 중복장애의 경우에는 중복지
원이 가능함.
○ 서비스 기준 단가는 1회당 2만 7,500원이지만, 시∙군∙구에서 제공
기관 지정 시 해당 지역의 시장가격, 전년도 바우처가격, 타 지역 가
격, 제공인력의 자격 및 경력 등을 고려하여 적정 단가를 부분적으
로 조정할 수 있음.

제3장
등록제 전환 이후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시장 변화

1. 전자바우처 사업 현황
○ 발달재활치료사업이 독립되어 6대 바우처사업으로 정착된 2009년
이후, 전자바우처 사업의 이용액은 연간 21.6%씩 증가하였음.
○ 노인돌봄종합서비스와 발달재활서비스의 연평균 증가율이 33.8%
와 32.4%로 가장 높은 수준이었으며, 가사간병서비스와 산모신생
아도우미서비스는 오히려 다소 감소하였음.
- 노인돌봄종합서비스는 2009년에서 2010년 사이에 큰 폭의 증가가
있었는데, 이는 이 기간에 가사간병서비스의 일부가 노인돌봄서
비스로 편입된 결과임.
�이후에는 연평균 6.7%의 완만한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 가사간병서비스는 2009년에서 2010년 기간에 서비스의 일부가 노
인돌봄종합서비스로 편입되어 이 시기에 큰 폭의 감소가 있었음.
�가사간병서비스는 2010년 이후에 감소와 증가가 교차하고 있음.

26 사회서비스산업의 시장구조 및 제공기관 행태 분석

<표 3-1> 연도별 이용액 현황
단위 : 백만 원

계1)
합계

노인
돌봄

장애인 산모
활동지원 신생아

가사
간병

발달
재활

지역
사회

301,160

31,734 105,906

28,100

15,258

- 114,667

2008 정부지원금 290,794

27,945 101,628

- 114,667

25,801

15,258

4,278

2,299

-

-

-

546,671

30,753 188,424

34,599

65,888

29,837

94,254

2009 정부지원금 532,593

27,198 181,524

30,976

65,888

29,837

94,254

6,900

3,623

-

-

-

본인부담금

10,366

합계

3,789

본인부담금

14,078

3,555

합계

689,892

81,195 212,887

43,336

32,596

54,804 145,741

2010 정부지원금 669,759

76,799 201,676

38,810

32,596

54,804 145,741

11,211

4,526

-

본인부담금

20,133

4,396

합계

791,251

87,355 241,915

36,679

17,699

70,426 168,408

2011 정부지원금 770,656

82,568 229,685

33,101

17,699

70,426 168,408

4,787

-

본인부담금

20,595

12,230

3,578

-

합계

929,935

90,456 318,075

36,533

16,959

80,180 174,732

2012 정부지원금 906,224

85,220 303,148

32,985

16,959

80,180 174,732

23,711

14,927

3,548

-

합계

1,196,005

98,656 512,931

34,309

23,042

91,623 195,527

2013 정부지원금 1,167,144

92,908 490,285

33,969

22,914

91,623 195,527

339

127

28,861

5,748

22,646

-

-

본인부담금

본인부담금

5,236

-

-

-

-

-

자료 : 보건복지부
주 : 1) 계는 6대 바우처사업과 언어발달과 임신출산진료비사업의 총합임.

○ 사업 대상자의 변경이 있었던 노인돌봄종합서비스와 가사간병서
비스를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서비스 이용액이 증가하는
추세임.
- 산모신생아도우미서비스가 유일하게 이용액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제3장 등록제 전환 이후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시장 변화

27

<표 3-2> 이용자 규모 변화 추이
단위 : 명

6대
바우처

노인돌봄 장애인 지역사회 산모신생아
가사간병 발달재활
종합
활동지원
투자
도우미

2008년

599,000

21,199

23,868

488,961

44,902

20,070

-

2009년

636,767

15,223

31,636

485,221

53,401

33,281

18,005

2010년

679,842

34,490

32,582

485,736

67,420

27,953

31,661

2011년

656,230

37,728

33,360

473,922

57,848

10,539

39,582

2012년

643,725

37,271

41,800

450,554

57,744

10,353

44,703

2013년

705,986

42,282

52,628

484,851

58,569

10,878

55,556

자료 : 보건복지부

○ 이용자 규모도 2009년 이후 연평균 10.9%의 증가율로 꾸준히 증가
하고 있음.
- 가사간병서비스와 산모신생아도우미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서비
스의 이용자가 2009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임.

2. 제공기관 수 변화 추이
○ 본 절에서는 서론에서 설명한 대로 등록제로 전환된 서비스 중 노
인돌봄종합서비스와 산모신생아도우미서비스, 그리고 지정제가
유지되는 사업 중 발달재활서비스의 이용자 실적 데이터를 이용하
여 분석하고자 함.
○ 등록제로 전환된 서비스들은 전환 시점인 2012년 8월부터 새로운
제공기관의 진입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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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각 서비스별로 다른 결과가 관측되었음.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제공기관은 등록제 전환 이후 큰 폭의 증가
가 관측되었으나, 산모신생아도우미서비스 제공기관의 수는 거
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 산모신생아도우미서비스 제공기관도 증가하는 추세이기는 하지
만, 이는 기존의 증가 추세가 이어지는 수준이며 구조적 변화가
발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 <그림 3-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제공기관
은 2012년 8월 이후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산모신생아도우
미서비스 제공기관의 수는 매우 완만하게 증가하는 추세임.
- 지정제가 유지되는 발달재활서비스는 새로운 제공기관이 지정되
<표 3-3> 전체 제공기관 수 연도별 추이 및 서비스 간 비교
단위 : 개, %

노인돌봄
종합
발달
재활
산모
신생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전체

484

619

689

693

1,122

증감

-

135

70

4

429

(27.9)

(11.3)

(0.6)

(61.9)

증가율
전체

505

716

910

1,130

1,417

증감

-

211

194

220

287

증가율

(41.8)

(27.1)

(24.2)

(25.4)

전체

157

186

207

225

253

증감

-

29

21

18

28

(18.5)

(11.3)

(8.7)

(12.4)

증가율

자료 :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산업연구원 재구성
주 : 1) 각 연도별 8월 기준 전체 제공기관 수. 2013년 자료가 8월까지 집계되어 이를 기준으로 함.
2) 증감은 전년동월(8월) 대비 전체 제공기관 수 단순 증감
3) ( ) 안은 전년동월(8월) 대비 전체 제공기관 수 단순 증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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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전체 제공기관 수 월별 추이 및 서비스 간 비교

자료 :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산업연구원 재구성

는 1~3월에 큰 폭의 증가가 발생한 후 12월까지 제공기관의 수가
거의 변화가 없는 패턴을 보이고 있음.
○ 기초지자체인 시∙군∙구 소재 평균 제공기관 수의 변화도 전체 제
공기관 수와 유사함.
- 각 시∙군∙구 소재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제공기관의 수는 등록제
전환(2012년 8월) 이후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산모신생아
도우미서비스 제공기관의 수는 큰 변화가 없음.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도입 이후 제공기관은 주로 대도시에 집중
되어 있었는데, 이는 등록제 전환 이후에도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 노인돌봄종합서비스와 산모신생아도우미서비스 제공기관의 대
도시 집중도(60~70%)가 발달재활서비스(50% 내외)에 비해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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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각 시·군·구별 평균 제공기관 수 연도별 추이 및 서비스 간 비교
단위 : 개

노인돌봄
발달재활
산모신생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8

2.62

2.94

3.14

4.52

증감

-

(0.54)

(0.32)

(0.20)

(1.38)

평균

2.81

3.83

4.77

5.70

7.07

증감

-

(1.02)

(0.94)

(0.93)

(1.37)

평균

1.72

1.87

1.97

2.01

1.95

증감

-

(0.16)

(0.09)

(0.04)

(-0.06)

평균

자료 :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산업연구원 재구성
주 : 1) 각 연도별 각 시∙군∙구별 제공기관 수 평균
2) ( ) 안은 전년도 대비 해당 연도 각 시∙군∙구별 제공기관 수 평균값 단순 증감

<그림 3-2> 각 시·군·구별 평균 제공기관 수 월별 추이 및 서비스 간 비교

자료 :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산업연구원 재구성

것으로 나타났음.
○ 한편, 제공기관의 평균매출액을 살펴보면, 산모신생아도우미서비
스 제공기관의 평균매출액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산
모신생아도우미서비스 시장에는 다른 시장에 비해 전국규모 프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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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 전체 제공기관 수 연도별 추이 및 서비스·도농 간 비교
단위 : 개, %

노인
돌봄

광역시
비광역시
광역시

발달재활
비광역시

산모
신생아

광역시
비광역시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319

422

459

460

747

(65.9)

(68.2)

(66.6)

(66.4)

(66.6)

165

197

230

233

375

(34.1)

(31.8)

(33.4)

(33.6)

(33.4)

279

379

472

564

758

(55.2)

(52.9)

(51.9)

(49.9)

(53.5)

226

337

438

566

659

(44.8)

(47.1)

(48.1)

(50.1)

(46.5)

100

117

137

157

172

(63.7)

(62.9)

(66.2)

(69.8)

(68.0)

57

69

70

68

81

(36.3)

(37.1)

(33.8)

(30.2)

(32.0)

자료 :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산업연구원 재구성
주 : 1) 광역시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광주광역시를 포함
2) 각 연도별 8월 기준 광역시 지역과 비광역시 지역의 전체 제공기관 수. 2013년 자료가
8월까지 집계되어 이를 기준으로 함.
3) ( ) 안은 전년동월(8월) 대비 전체 제공기관 수 대비 광역시 지역과 비광역시 지역의
제공기관 수 비중

차이즈를 포함한 대형 제공기관이 많기 때문임12).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제공기관의 수가 2012년 8월 등록제 전환 이후
크게 증가하였으나, 평균매출액은 감소하는 추세임.
- 등록제 전환 이후 제공기관의 진입은 활발해졌으나, 제공기관의
증가 속도에 비해 시장규모 확대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평균매출
액이 감소하였음.
12) 조현승 외(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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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 제공기관의 평균 매출액 연도별 추이 및 서비스 간 비교
단위 : 백만 원

노인돌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55.5

114.0

116.0

94.6

52.5

발달재활

51.0

69.5

72.3

64.8

39.5

산모신생아

181.0

211.0

152.0

116.0

78.5

자료 : 보건복지부
주 : 2013년은 8월까지 집계된 매출액 기준임.

3. 시장구조 변화
○ 본 절에서는 등록제 전환 이후 시장구조에서 경쟁이 더 강화되었는
지 살펴보기 위하여 산업조직론에서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시장집
중도(Concentration Ratio, CR1)와 허핀달-허쉬만 지수13)(HerfindahlHirschman Index, HHI)를 통해 산모신생아도우미 서비스의 시장구
조를 살펴보았음14).

13) HHI는 일반적으로

로 정의되는데, i는 개별시장을 나타내는 첨자이며 t는

시점을 나타냄. Ni, t는 t시점에서 개별시장 i의 전체 기업 수를 의미하며, Sn, i, t는 t시점에
개별시장 i에서 n번째 기업의 시장점유율을 의미함. 결국, t시점에 개별시장 i의 HHIi, t는
기업들의 시장점유율을 제곱한 값의 합으로 정의되므로, 시장점유율을 0-1의 값으로 정
의하느냐 혹은 0-100의 값으로 정의하느냐에 따라 0~1까지의 값을 가지거나 혹은 0~10000
까지의 값을 가짐. 매우 많은 수의 기업이 거의 비슷한 수준의 시장점유율을 가질수록 0
의 값에 가까워지고, 반대로 적은 수의 기업 혹은 하나의 기업이 대부분의 시장점유율을
가져가 시장집중도가 높아질수록 1 혹은 10000의 값에 가까워짐. 즉, HHI는 시장에서 기업
수가 적어지거나 기업들 간의 시장점유율 불균등 정도가 커질수록 큰 값을 가지게 됨. 본
절에서는 0~10000의 값을 가지는 HHI 값을 기준으로 분석함(조현승 외, 2013).
14) 시장집중도 지수를 시장 경쟁성을 대리하는 변수로 가정하여 분석한 기존 연구들로, HHI
를 종속변수로 가정한 Lee and Mullineaux(2004), Deloreme et al.(2002), 성낙일∙권태구(2007)
등이 있으며, CR3을 종속변수로 가정하여 결정요인 분석을 한 조유리 외(2006), HHI의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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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에서는 시∙군∙구별 시장집중도 지수 계산 시 광역시의 경
우 구(경우에 따라서는 군 수준까지), 광역도의 경우 시 혹은 군(시
로 지정된 지역은 시까지, 군으로 지정된 지역은 군까지)을 하나
의 시장으로 간주하였음.
- 해당 지역의 제공기관은 해당 지역에 소속(주민등록상 주소 기준)
된 이용자들이 실제로 이용한 기관들을 모두 포함하므로, 하나의
제공기관이 여러 지역에서 경쟁자로 나타날 수도 있음.
- 즉, 제공기관의 서류상 주소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매출이
발생하는 시장을 기준으로 각 시장별 경쟁 정도를 파악하는 것임.
- 하나의 시장에서 유효경쟁을 살펴본다는 측면에서, 제공기관의
서류상 주소를 바탕으로 경쟁시장을 설정하는 것보다는 본 연구
에서와 같이 이용자들의 이용 실적을 바탕으로 시장의 경쟁 정도
를 살펴보는 것이 더 적합할 것으로 판단됨.
○ 이러한 기준을 바탕으로 해당 지역의 이용자들이 이용한 실적이 있
는 모든 제공기관을 해당 지역의 공급자로 간주해 각 지역별로 경
쟁하고 있는 제공기관의 수를 구하고, 이들의 각 지역별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여 시장점유율을 계산하였음.
- 그리고 이를 토대로 각 지역(시장)별로 시장집중도(Concentration
Ratio, 이하 CR)와 허핀달-허쉬만 지수(이하 HHI)를 계산하였음.

수를 유효 기업 수로 간주하여 결정요인을 분석한 Malhotra(2008) 등의 연구가 있음(조현승
외, 2013). 이에 본 연구도 이와 같은 기존 연구들을 따라 시장집중도 지수를 시장 경쟁성
혹은 시장구조를 대리하는 종속변수로 가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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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과정을 통해 CR와 HHI를 계산한 결과, 등록제 도입 이후 시
장구조가 크게 변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
- 등록제 전환 이후 제공기관의 수가 크게 증가하였던 노인돌봄종
합서비스의 독점시장 비율은 거의 감소하지 않았으며, HHI도 크
게 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
- 산모신생아도우미서비스의 경우에는 독점시장의 비율은 감소하
는 추세이지만 HHI는 거의 감소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
○ 오히려 지정제가 유지되지만 정부의 예산이 증가하여 이용자가 증
가한 발달재활서비스의 시장구조는 경쟁적으로 변화된 것으로 나
타났음.
<표 3-7> 시장구조 연간 변화 추이 및 서비스 간 비교

CR1 기준 독점
지역(시장) 비율
비교적 경쟁적인
시장 비율
약간 집중된
시장 비율
집중된 시장
비율

HHI 평균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노인
발달재활
산모
노인
발달재활
산모
노인
발달재활
산모
노인
발달재활
산모
노인
발달재활

68.0%
47.8%
65.8%
0.0%
1.5%
0.0%
3.0%
16.5%
6.4%
97.0%
82.0%
93.6%
5057.7
4012.4

70.2%
36.7%
59.0%
0.0%
5.3%
1.2%
3.2%
23.2%
10.7%
96.7%
71.6%
88.1%
5015.7
3163.6

69.4%
28.1%
56.4%
0.0%
12.7%
1.2%
3.2%
26.4%
11.2%
96.8%
60.8%
87.7%
4903.1
2704.1

68.7%
25.0%
56.1%
0.0%
20.1%
0.5%
2.5%
24.5%
11.4%
97.5%
55.3%
88.1%
4963.5
2425.8

64.2%
22.1%
51.9%
0.1%
26.6%
0.7%
4.6%
23.4%
12.5%
95.3%
50.1%
86.8%
4730.8
2236.7

산모

5233.1

4675.6

4626.6

4759.6

46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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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HHI 변화 추이

4. 소결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제공기관 등록제 도입의 목적은 공급자의
진입장벽을 낮추어 제공기관 간 경쟁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임.
- 그러나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아직까지 상기의 목적을 달
성하지는 못한 것으로 나타남.
○ 노인돌봄종합서비스의 제공기관 수는 전환 이후 크게 증가하였으
나, 제공기관 수의 증가가 시장에서의 경쟁 강화로 이어지지는 않
은 것으로 나타남.
- 노인돌봄종합서비스의 제공기관 증가가 시장구조 개선으로 이어
지지 않은 것은 기존의 독점적 기업과 경쟁할 만한 경쟁력을 갖춘
새로운 기업의 진입이 없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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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모신생아도우미서비스의 제공기관 수는 거의 변하지 않았으며,
시장구조도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지정제가 유지되고 있는 발달재활서비스의 시장구조는 경쟁적으
로 변화된 것으로 나타났음.
- 발달재활서비스의 시장구조가 경쟁적으로 변화한 것은 이용자
수의 증가로 인한 시장 규모의 확대에서 기인한 것으로 추측됨.
○ 정책 당국에서는 등록제로의 전환이 진입장벽 완화로 인한 경쟁 강
화로 이어질 것을 기대하였으나, 아직까지는 목표를 달성했다고 보
기 어려움.
- 본 연구의 결과는 대상자와 서비스가격이 강하게 통제된 상황에
서는 진입장벽의 완화가 시장구조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
로 나타났음.

제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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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에서는 2012년 8월부터 도입된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
의 효과를 정량적으로 살펴보았음.
○ 보건복지부는 등록제로의 전환이 진입장벽을 완화하여 사회서비
스 제공기관 간의 경쟁을 촉진하고 시장을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하
였으나, 분석결과에 의하면 등록제로의 전환이 아직까지는 시장에
서 제공기관 간의 유효한 경쟁을 촉진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음.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제공기관의 수는 등록제 전환 이후 크게 증가
하였으나, 시장에서의 경쟁을 촉진하지는 못하였음.
- 산모신생아도우미서비스 제공기관의 진입은 등록제로 전환된 이
후에도 거의 증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음.
○ 오히려 지정제가 유지되고 있는 발달재활서비스는 서비스 대상자
확대와함께총이용액과제공기관의수가증가하는추세를보였음.
- 2009년에서 2013년 기간 동안 총 이용액은 298억원에서 916억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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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제공기관 수는 505개에서 1,417개로 증가하였음.
○ 이와 같이 등록제로의 전환이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한 가장 큰 이
유는 경쟁력을 갖춘 새로운 제공기관을 유인할 만한 시장여건이 형
성되지 않았기 때문임.
- 제공기관이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격뿐만 아니라 인건비와 관리
비 등 항목별 지출비율까지 사전에 정해져 있으므로, 제공기관이
이익을 창출할 수단이 거의 없는 상황임.
- 더욱이 서비스대상자가 저소득층으로 제한되어 있어, 전체 시장
규모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수까지도 제한되어 있는 상황임.
- 지금과 같이 강한 운영규제가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진입규제 완
화를 통한 경쟁 촉진과 시장의 효율성 제고라는 정책목표 달성이
어렵다고 볼 수 있음.
○ 발달재활서비스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현재 사회서비스 전자바
우처 시장은 정부지출액에 크게 의존하는 경향이 있음.
- 발달재활서비스는 지정제가 유지됨에도 불구하고, 정부 지출액
의 증가로 시장규모가 확대되면서 제공기관의 수가 크게 증가하
였음.
- 반면 정부지출액이 크게 증가하지 않은 노인돌봄종합서비스와
산모신생아도우미서비스는 등록제로 전환되어 진입장벽이 크게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제공기관의 수가 거의 증가하지 않았음.
○ 이는 시장규모 확대가 정부 지출액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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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규모가 확대되어야 경쟁력을 갖춘 대형기관의 추가적인 진
입과 이를 통한 경쟁 강화가 일어나는데, 현재의 구조로는 정부
지출의 추가적인 확대 없이는 시장에서의 경쟁 강화가 매우 어려
운 상황임.
- 이와 같이 정부의 지원에 의존하는 상황에서는 사회서비스 시장
의 지속적 확대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음.
○ 전자바우처제도 도입과 등록제로의 전환을 통해 정부가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는 목표는 사회서비스 시장에 경쟁을 도입하여 효율성
을 제고하려는 것임.
- 정부는 시장기능을 부분적으로 추가하여 공공성을 크게 저해하
지 않는 수준에서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정책수단을 모색하
고 있으며, 이로 인해 소비자의 선택권이 증가하는 등 정책목표를
부분적으로는 달성하였음15).
○ 그러나 현재와 같이 시장규모가 제한되어 있고 강한 운영상의 규
제가 지속된다면, 효율성 제고는 제한된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예
상됨.
○ 정부의 의도대로 사회서비스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산업적 성
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이용자 확대와 추가적인 부가서비스 개발
등을 통한 시장규모 확대가 필요함.

15) 조현승 외(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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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자 확대를 통한 시장규모 확대
○ 이용자를 확대하는 것은 추가적인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므로 신중
하게 접근해야 할 문제임.
- 현재와 같은 본인부담금 비율을 유지하면서 이용자를 확대하는
것은 단기간 내에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임.
○ 사회서비스 시장을 인위적으로 부양하기 위하여 예산을 크게 증액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으므로, 최
소한의 재원으로 이용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합리적임.
- 즉, 정부의 추가적인 지출에 의존하지 않고 시장규모를 확대해서
보다 많은 공급자의 시장 진입을 유도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함.
○ 현재 대부분의 사업에서 본인부담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낮은
상황16)이며, 이는 시장규모가 정부의 예산에 의해 거의 결정된다는
것을 의미함.
- 시장 자체가 저소득층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모든 수요자의
본인부담금이 매우 낮은 수준이며, 이로 인해 대부분의 소비자들
이 자신에게 주어진 서비스를 모두 사용하고 있음.
- 즉, 시장의 규모가 이미 결정되어 있어 공급자의 노력으로 새로운
시장창출은 어려운 상황이므로, 현재보다 공급자의 수가 증가할

16) 산모신생아도우미서비스는 약 19~23%, 노인돌봄종합서비스는 약 7~18%, 발달재활서비
스는 10% 이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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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황임.
○ 따라서 서비스대상자를 보다 확대하여 시장규모를 확대하는 방안
을 강구해야 함.
- 현재 서비스 이용자보다 높은 소득구간에 포함되는 가구를 대상
으로 지금보다 높은 수준의 본인부담금을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
할 수 있음.
○ 이 경우에도 재원 마련이 가장 민감한 문제로 제기될 수 있으나, 현
재 대부분의 전자바우처사업이 주어진 예산을 모두 사용하지 못하
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추가적인 재원 확보 없이도 대상자 규모
를 크게 늘릴 수 있을 것임.
○ 현재의 서비스 대상자(산모신생아도우미서비스의 경우 전국가구
평균소득 50% 이하)에 대한 정부보조금을 현행대로 유지한 채, 보
<표 4-1> 2012년도 예탁금 및 지급액 현황
단위 : 백만 원. %

예탁금

지급액

집행률

계

957,644

905,917

94.6

노인돌봄종합서비스

90,678

85,142

93.4

장애인활동지원

327,656

302,780

92.4

산모∙신생아도우미서비스

36,970

32,992

89.2

가사∙간병방문관리사사업

18,854

16,937

89.8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187,615

174,819

93.2

발달재활서비스

82,611

80,292

97.2

언어발달지원사업

3,293

2,600

79.0

임신출산진료비

209,967

210,408

100.1

자료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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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높은 소득구간에 대해서 대상자 소득구간을 보다 세분화하고 본
인부담률을 상향조정하여 대상자를 확대한다면, 미사용 예탁금으
로도 시장규모를 증가시킬 수 있음.
- 산모신생아도우미서비스의 경우, 현재 산모 한 명당 정부지원금
은 소득에 따라 56만 6,000원에서 61만 3,000원(단태아 기준)이며,
이는 서비스가격의 71.5~77.4%에 해당함.
- 만약 본인부담률을 50%로 설정하여 전국가구 평균소득 50% 이상
소득구간의 산모에게 지원한다면, 미사용 예탁금(39억 7,800만원)
으로 1만 45명의 산모를 서비스 대상자로 추가할 수 있음(2012년
의 이용자는 5만 7,800명).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50~100%를 하나의 소득구간으로 간주하
지 않고 소득구간을 더 세분화하고 본인부담률도 이에 따라 차
등화한다면 서비스대상자를 크게 증가시킬 수 있을 것임.
○ 상기의 계산은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층에게 본인부담률을 높게
설정하여 대상자를 확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 주
기 위한 하나의 예시임.
- 즉, 수요 증가분을 예측한 것이 아니라, 본인부담률을 조정한다면
대상자의 폭을 크게 확대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 준 단순한 예시
에 불과함.
○ 그러나 이러한 단순 계산을 이용한 예시를 통해 추가적인 재원확보
없이도 소비자의 수와 시장규모를 확대할 가능성이 있음을 추측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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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의 서비스대상자의 본인부담금은 유지하면서 현재 대상자에
서 제외된 소득구간의 산모에게 본인부담률을 상향조정하여 서
비스를 제공한다면, 추가적인 재원확보 없이도 수요자를 확대할
수 있음.
-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수요자가 증가하면 정부지원과 무관한
새로운 부가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증가할 가능성이 높음.
○ 이러한 방식으로 이용자의 범위를 확대한다면, 공급자의 노력 여하
에 따라 시장의 규모가 변화될 가능성이 높음.
- 본인부담률이 높은 소비자 그룹은 서비스의 질에 따라 시장 참여
여부를 결정할 것이며, 이에 따라 공급자들도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소비자를 유인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임.
- 또한,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은 소비자 그룹을 대상으로 한 부가서
비스 개발도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됨.
○ 산모신생아도우미서비스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서비스에서도 이
와 같은 방식으로 소득구간과 본인부담률을 더 세분화한다면, 지금
보다 상대적으로 더 소득이 높은 소비자들을 시장에 유인할 수 있
을 것으로 예상됨.
- 물론 전자바우처 시장 확대가 민간시장을 구축하는 부분도 존재
할 수 있으나, 대부분의 전자바우처 사업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구축되는 시장의 크기가 크지 않을 것
으로 예상됨17).
- 현재의 대상자보다 미세하게 소득이 높은 구간의 소비자들의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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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수가 현재 서비스를 전혀 구매하지 않고 있는 잠재적 소비자일
가능성이 높음.
○ 지금보다 상대적으로 더 소득이 높은 소비자들이 시장에 참여하여
소비자의 폭이 넓어지면, 제공기관의 진입과 이로 인한 경쟁도 더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됨.
- 그리고 주어진 시장의 분할이 아니라 시장규모 자체를 확대하기
위한 공급자들 간의 경쟁과 노력도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됨.

17) 구축되는 시장의 크기와 새로 창출되는 시장의 크기에 대해서는 다양한 이견이 존재할
수 있음. 이에 대한 추정은 추후 연구과제로 남겨 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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