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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서비스의 공급자가 다양화되면서 정부가 아닌 공급자의 서비스 질을
어떻게 관리하고 향상시킬 것인지가 중요한 정책과제로 대두되었다. 한
국을 비롯하여 각국의 정부들은 시장기제, 즉 경쟁을 활용하여 서비스
공급량 확대와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준시장 정책을 도입해왔으나,
경쟁의 효과는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준시장 정책의 효과를 높이고 민
간 서비스 공급자들의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수단
과 환경요인에 의해 경쟁의 효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준시장 정책이 활발하게 도입된 분야이면서, 서비스 질
의 악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분야인 노인 장기의료 및 요양서비
스 영역에 주목하였다. 서비스 질 악화의 원인으로는 시장화 정책과 이
로 인한 과잉경쟁이 지목되고 있으며, 정부 직접 공급 확대 및 규제 강
화를 통한 공공성 강화 정책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같은 준
시장 정책도 정책수단 조합 및 시장 특성에 따라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
다. 정부기제를 강화하기에 앞서, 경쟁의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실증적 검토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경쟁 혹은 독점 수준이 요양병원과 장기요양기관
의 서비스 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러한 영향력을 조절할 수 있
는 정책수단 또는 환경요인을 탐색하였다. 분석 단위는 지역이며, 구체적
으로는 기초지방정부의 행정구역인 시군구를 시장으로 정의하였다. 분석
방법은 양적 방법을 적용하며 구체적으로는 일반화최소자승법
(Generalized Least Squares, GLS)을 적용하였다. 종속변수는 요양병원,
장기요양 시설서비스, 장기요양 재가서비스의 질이다. 각 유형별로 건강
보험심사평가원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기평가 등급의 지역별 평균값을
산출하여 지역의 유형별 서비스 질 수준을 측정하였다. 독립변수인 지역
내 기관간 경쟁 수준은 시장집중도 지수인 허쉬만-허핀달 지수(HHI:

Hirschman-Herfindahl index)로 측정하였다. 조절변수 중 품질 규제 요
인은 문제화된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 수준 및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조례’ 제정 여부로 측정하였다. 또다른 조절변수인 지
역 소득 요인은 도시와 농촌간 차이를 구, 시, 군의 차이로, 지역 소득수
준을 1인당 지방세로 측정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경쟁 및 독점 수준은 모든 서비
스 유형의 질에 영향을 미쳤다. 이는 준시장 정책이 의도한 경쟁기제가
다양한 서비스 유형에서 실제로 서비스 질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의미
한다. 그러나 경쟁 혹은 독점 수준이 서비스 질에 미치는 영향력의 방향
은 서로 달랐다. 요양병원의 경우에는 독점 수준이 높을수록 질이 악화
되었으나, 장기요양 재가서비스 기관은 반대로 경쟁적 시장일수록 질이
악화되었다. 시설서비스 기관의 서비스 질에 경쟁이 미치는 영향은 기본
모형에서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모든 조절효과 모형에서는 경쟁에 의해
질이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준시장 정책을 도입할 때 경쟁이 반
드시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하위 정책수단 혹은 환
경에 의해 그 관계는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품질 규제 요인 중 조례 제정 여부의 경우, 요양병원 및 시설서비스에
서 유의미한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병원의 경우, 조례가
존재하는 지역에서는 그렇지 않은 지역에 비해 시장의 독점 수준이 서비
스 질을 악화시키는 영향력이 줄어들었다. 반면, 시설서비스의 경우 요양
보호사 처우 개선 조례가 있는 지역에서 독점일수록 서비스 질이 높아지
는 정도가 더 크게 나타났다. 또 다른 품질 규제 요인인 현지조사 수준
은 재가서비스에서 유의미한 조절효과를 나타냈다. 현지조사 수준이 높
은 지역일수록, 경쟁이 완화됨에 따라 서비스 질 수준이 향상되는 정도
가 작았다.
지역 소득 요인의 경우 도시-농촌 여부 및 지역 소득 수준에 의한 조
절효과가 비슷한 양상으로 나타났다. 도시 또는 1인당 지방세가 높은 지
역에서는 장기요양기관간 경쟁이 높은 수준일 때 서비스 질 수준이 낮았

으며, 경쟁이 약화됨에 따라 서비스 질이 비교적 급격하게 향상되는 경
향을 보였다. 반면, 농촌 또는 1인당 지방세가 낮은 지역에서는 경쟁 혹
은 독점 수준에 의한 서비스 질 변화가 비교적 완만하게 나타났으며, 경
쟁에 의해 서비스 질이 다소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가서비스의
경우, 도시 또는 1인당 지방세가 높은 지역에서는 경쟁 수준이 낮아질수
록 서비스 질이 향상되었으나 농촌 또는 1인당 지방세가 낮은 지역에서
는 경쟁 수준이 변화해도 서비스 질 수준이 거의 비슷하게 유지되었다.
본 연구의 이론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먼저, 시장화 정책에 대한 기
존의 비판적 논의들에 대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함의를 준다. 첫째,
준시장 정책은 형평성을 악화시킨다는 비판을 받는데, 주로 공급량의 불
평등한 배분이 문제화되었다.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공급량이 아닌 서
비스의 질도 지역별로 불평등하게 배분되고 있었다. 둘째, 준시장의 부작
용으로 과잉공급과 과열경쟁, 그로 인한 서비스 질 악화가 지적된다. 그
러나 높은 경쟁 수준이 서비스 질에 미치는 영향은 서비스 유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이는 모든 준시장에서 경쟁이 질을 악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환경, 규제 정책 등에 의해 나타나는 특정한 현상임을 의
미한다. 셋째, 준시장에 대한 비판적 논의들은 공공성의 약화에 주목한
다. 그러나 정부의 직접 공급 확대는 일부 지역에서만 유효한 정책으로
보이며, 규제는 ‘얼마나’ 강하게 할 것인지가 아니라 ‘어떻게’ 여러 규제
를 조합하여 적용할 것인지가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수단 관점에서의 함의는 다음과 같다. 가격규제, 진입규제, 사후
품질 규제는 경쟁과 서비스 질이라는 주요 대상요소(target component)
에 각기 다른 영향을 미쳤으나 그 영향은 상호 연관되어있었다. 진입규
제는 경쟁 수준에 영향을 미치고, 가격규제는 진입규제에 의해 정해진
경쟁 수준이 질에 미치는 효과의 방향성에 영향을 미쳤으며, 사후 품질
규제는 그러한 효과의 크기를 조절하였다.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관의 가격결정권에 의해 경쟁이
서비스 질에 미치는 영향력의 방향이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기관에게 품질향상을 위한 인센티브가 중요함을 의미한다. 효율성 증진
시 비용감축이 아닌 품질향상을 유도하려면 수요의 품질탄력성을 높이는
시장기제적 방안, 품질에 기반한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정부기제적 방안,
공급자와 수요자를 일치시켜 품질 향상이라는 목표를 일치시키는 공동체
기제적 방안을 정책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질 악화 부작용을
비교적 작게 유지할 수 있는 규제 방안으로 정보 비대칭성을 완화하는
규제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현재 수준에서 다른 규제를 유지
하더라도, 규제 적용 결과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 이용자와 기관 간 정
보 격차를 줄인다면 규제의 부작용을 줄이고 효과는 극대화할 수도 있
다. 또한, 현지조사와 같은 사후 품질 규제보다 인력 보호를 통한 품질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독점 지역에서의 질 향상에 효과적일 수 있다. 셋
째, 지역 유형별 차별화된 정책이 필요하다. 먼저, 도시에서는 지나친 경
쟁에 의한 질 악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 사실이다. 즉, 현
재 주로 제기되는 정책문제는 도시 지역의 문제를 주로 짚었다고 볼 수
있다. 합리적 퇴출 방안 등을 통해 경쟁 수준을 적절하게 유지할 필요가
있다. 반면, 농촌 등 지역 소득수준이 낮은 곳에서는 경쟁, 독점 수준과
상관없이 질이 비교적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며, 경쟁 수준의 차이가 질
에 미치는 영향력도 작다. 농촌에서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시장화 방안보다는 정부의 직접 공급 확대 등 다른 관점의 대안이 필요
하다.
주요어: 서비스 질, 준시장, 경쟁, 규제, 요양병원, 노인장기요양서비
스
학 번: 2016-30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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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서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신공공관리(New public management)가
도입된 후 정부 조직의 운영과 서비스 공급방식에서 많은 변화가 일어났
다. 전통적 행정에서는 정부가 공공서비스를 직접 공급하였으나 간접적
인 방식에 의한 공급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Salamon, 2002, 전영
한·이경희, 2010에서 재인용). 간접적 공급의 확대는 기존에 정부가 공급
하던 서비스의 공급자를 다양화하는 것, 민간이 공급하던 서비스에 정부
가 개입하는 것을 모두 포함한다. 다양한 공급자들이 공급하는 공공서비
스의 양과 질이 사회적 후생을 최대화시키는 수준이 되려면 정부가 어떻
게 정책적으로 개입해야 하는지가 중요한 정책 과제가 되고 있다.
사회서비스는 공급 다변화가 가장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정책
영역이다. 미국의 레이건 정부, 영국의 대처 정부가 시장원리를 핵심으로
하는 신공공관리를 도입하게 된 배경도 복지지출이 지나치게 높다는 문
제의식 때문이었다. 이로 인해 사회서비스 영역에 시장화를 도입하여 효
율성을 높이자는 정책 흐름이 형성되었다. 정부보다 시장의 효율성이 높
으므로 비용은 적게, 품질은 높게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는 이론을 바
탕으로 시장기제가 도입되기 시작한 것이다.
사회서비스 중에서도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장기의료 및 요양서비스
(long-term care) 분야는 시장화가 가장 활발하게 도입되고 있는 분야
중 하나이다. 전세계적으로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노인 요양서
비스의 공급을 효율적으로 증가시켜야한다는 정책 수요가 있었기 때문이
다. 특히,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고령화 속도가 빠른 나라이며, 노인의
돌봄 수요 또한 급증하였고 앞으로도 이러한 추세는 유지될 전망이다(이
정택, 2017). 이에 더하여, 가족의 돌봄 부담을 낮추고 사회와 정부가 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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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을 함께 제공하자는 돌봄의 공공성 논의가 더해지면서 돌봄서비스 공
급을 확충해야할 필요가 커졌다(권현정·홍경준, 2015; 석재은, 2009). 기
존의 요양병원과 비영리기관 중심의 노인 요양서비스의 공급만으로는 수
요를 감당할 수 없다고 보고, 2008년 장기요양보험 시행과 함께 노인장
기요양서비스 공급을 시장화하기 시작하였다.
노인 장기의료 및 요양서비스 영역의 시장화는 단기간에 공급을 크게
증진시켰다는 평가를 받는다(권현정, 2014). 한국에서 해당 서비스의 공
급자는 정부 혹은 비영리기관으로 제한되어있었다. 그러나 진입규제를
완화하여 영리민간기관도 공급자로 참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공급이 급
속히 증가하였다. 빠르게 공급이 증가함에 따라,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노인돌봄 수요에 대응할 준비를 갖출 수 있게 되었다. 장기요양서비스는
등급을 받아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돌봄을 필요로 하는 모든 노인들
이 장기요양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등급판
정을 받는다면 서비스를 제공받을 공급기관은 상당히 많아졌다. 설령 등
급판정을 받지 못한다 해도, 요양병원의 공급도 늘어났기에 비교적 높은
비용이지만 서비스의 이용가능성은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 서비스 공급
은 이제 과잉공급이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이다(석재은, 2010; 유재언,
2015; 이진숙·박진화, 2011).
공급 측면에서는 성과를 내었으나, 서비스의 질 측면에서는 지속적으
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권현정, 2014; 서선영, 2017). 특히, 기관 입소
자에 대한 학대 사건이 언론에 자주 보도되면서 문제가 더욱 주목 받았
다(국민권익위원회, 2018; 한겨레, 2019.05.28.). 시장화로 인해 영리기관
이 대거 유입되면서 이용자들에게 좋은 돌봄을 제공하기보다 이윤만을
추구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윤을 높이기 위해 요양보호사의 임
금을 삭감하고 필요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등 과도하게 비용을 절
감하려 하고 그로 인해 서비스 품질이 악화되었다는 것이다.
서비스 질 악화에 대한 우려는 노인 장기의료 및 요양서비스 영역에
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이는 시장화 정책의 본질에 대한 비판적 논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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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관하지 않다. ‘시장화 정책이 도입된 영역들에서는 형평성이 저해되고
과열경쟁으로 인해 서비스 질이 악화되었으며 정부는 공급자들을 제대로
규제하지 못해 결과적으로 공익이 훼손되었다’는 비판들이 제기된다.
서비스 질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주로 논의되는 방안은 공공성의
강화이다(권현정·홍경준, 2015; 서선영, 2017; 석재은, 2017). 공공성 강화
주장은 정부 혹은 비영리기관은 이윤 극대화를 목표로 하지 않기 때문에
영리민간기관에 비해 비용감축 유인이 적고 품질을 높게 유지할 수 있다
는 논리를 바탕으로 한다.
구체적인 대안은 크게 두 가지로 제시된다(서선영, 2017). 첫째, 정부
의 공급을 늘리는 것이다. 국공립 시설을 더 신설하고 정원을 확대하며,
요양보호사와 같은 생산요소도 사회서비스공단 등 공공기관에서 공급하
는 구조적 공공성 강화 방안이다(서선영, 2017). 둘째, 이미 운영 중인 영
리민간기관에 대해서는 규제를 더 강화하는 내용적 공공성 강화 방안이
다. 평가와 관리감독을 엄격하게 집행하고, 진입조건을 까다롭게 하여 품
질을 높이는 것이다.
공공성의 확보는 중요한 가치이며 앞으로 추진해야할 정책 방향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현 시장화 정책의 성패와 그 원인을 명확하게 파악하
지 않은 채 다방면으로 공공성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자칫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한 채 시장기제를 더욱 왜곡시켜 기대하는 정책효
과를 얻지 못할 수 있다. 즉, 단순하게 ‘정부 혹은 공공성이 더 강해져야
한다’, ‘시장이 현재 너무 강하다’와 같은 이분법적인 접근법은 원하는 정
책효과를 가져오기 어렵다. 시장과 정부, 시장기제와 공공성간 균형을 어
떤 측면에서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가 핵심 문제가 되어야 한다.
사실상 시장화 정책도 완전한 시장경쟁체제를 구축하여 서비스를 공
급하려는 정책이 아니다. 시장화 정책은 규제 등에 의해 제약된 시장을
통해 서비스를 공급하는 준시장(quasi-market) 체제를 추구한다. 준시장
은 시장기제를 적극 활용하지만 형평성 악화 등의 시장실패를 보완하기
위해 규제를 도입하는 등 공공성의 측면도 존재한다. 즉, 시장기제와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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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성이 긴밀하게 엮여 운영되는 정책이다. 공공성의 어떤 측면을 강화
혹은 약화시키는가에 따라서 시장기제가 달라지고, 이는 서비스의 양과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준시장 정책의 핵심요소는 경쟁과 규제이다. 경쟁은 소비자 선택권과
함께 시장원리의 핵심 요소이다(Anttonnen & Meagher, 2013: 16). 공급
자 간 경쟁을 하는 상황에서 소비자들이 자유롭게 공급자를 선택할 수
있다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공급자들은 소비자의 선호에 맞는 서비
스를 공급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 과정에서 효율성이 증진되고 서비스
품질도 향상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노인 장기의료 및 요양서비스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듯이, 경쟁
이 항상 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실질적인 경쟁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혹은 그 외 여러 요인들에 의해 경쟁의 기제가
작동하지 못하거나 오히려 질을 악화시키는 악영향이 나타나기도 한다.
서비스 품질을 높인다는 정책 목표를 세웠다면, 시장화가 추구하는 기
본 원리인 경쟁이 기대하는 바와 같은 효과1)를 창출했는지, 그렇지 않았
다면 이유가 무엇인지를 먼저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경쟁의 부정적인 영향만이 부각되고 있다(권현정, 2014). 과잉경쟁으로
인한 과도한 비용감축이 주로 지적되지만, 경쟁 체제의 도입은 공급기관
들이 이용자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했다는 평가도 존재한다(신창
환, 2013).
정책 대안들도 경쟁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될 필요가
있다. 이론적으로 품질 규제는 신규 진입을 저해하고 경쟁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질의 악화로 이어질 수도 있다(Propper, 2013). 강
력한 규제로 품질을 최소기준 이상으로 유지하더라도 경쟁 위축으로 인
1) “2007년 사회보험방식으로 재원을 확보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도입하였고,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은 민간제공기관에게 맡기되 장기요양시장에서의 공급자 경
쟁체제 및 이용자 선택을 통한 서비스의 질을 제고함으로써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공공적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였음“(서선영, 201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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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그 효과가 상쇄될 수도 있는 것이다. 경쟁의 영향을 정확하게 파악하
고, 그로부터 최대한의 효과를 얻어낼 수 있는 정책대안이 무엇인지 알
아내야 공공성 강화의 방향을 잡을 수 있을 것이다.
같은 목적으로, 준시장을 도입한 많은 국가들에서 경쟁이 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실증연구들이 수행되었다(Castle, Engberg & Liu, 2007;
Forder & Allan, 2014; Kadoya, 2010; Propper, Burgess & Green, 2004;
Zinn, 1994; 권현정, 2014; 김인, 2010; 이기주·석재은, 2019). 그러나 연구
결과는 일관되지가 않다. 어떤 연구들에서는 경쟁이 질을 향상시키는 것
으로 나타났고, 다른 연구들에서는 경쟁이 질을 악화시켰다. 이는 준시장
의 제도와 환경에 따라 경쟁이 서비스 질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
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요인들에 대한 실증연구는 드물다. 일
부 연구들은 탐색적으로 상황요인의 효과를 분석하였으나 결과를 이론적
으로 충분히 설명하고 있지는 않았다(Forder & Allan, 2014; 김인,
2010).
이에 본 연구는 준시장 정책이 도입된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경쟁이
서비스 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경쟁의 효과를 조절
할 수 있는 요인들을 탐색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공공성과 준시장
정책의 공통 핵심요소인 규제가 경쟁의 효과를 조절하는지, 시장의 경제
력 차이가 경쟁의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피고자 한다. 서비스 영
역 중에서는 대표적인 준시장 서비스 분야인 노인 장기의료 및 요양서비
스 분야를 대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문제1: 준시장인 노인 장기의료 및 요양서비스 분야에서 경쟁은
사회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는가
연구문제2: 준시장에서 경쟁이 사회서비스 질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
는 요인은 무엇인가
본 연구에서는 노인 장기의료 및 요양서비스 영역을 분석대상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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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고 있다. 연구 결과를 통해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여, 해당 서비스 영
역에서 서비스 질을 높이는 정책에 기여하고자 한다. 그러나 준시장화된
타 사회서비스 영역, 더 넓게는 시장화 정책이 도입되는 다양한 정책 영
역에도 적용될 수 있는 이론적 함의를 발굴하는 데에도 중점을 두고자
한다. 즉, 본 연구의 핵심 질문은 “정부 외 다양한 공급자들의 서비스 질
을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인가, 어떤 요인에 의해 조절되며 정부는
어떻게 개입해야 하는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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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구성
본 연구는 위 연구문제들의 답을 구하기 위한 분석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 분석은 노인 장기의료 및 요양서비스 분야에서 시장화 정책에 의해
발생하는 경쟁이 사회서비스 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하여 실시
한다. 분석은 요양병원, 장기요양 시설서비스, 장기요양 재가서비스 각각
에 대하여 실시한다. 두 번째 분석은 준시장에서 경쟁이 서비스 질에 미
치는 영향을 조절하는 요인에 대한 탐색적 연구이다. 준시장 이론 및 실
증연구들의 결과를 토대로 품질 규제, 도시-농촌간 차이, 지역 소득수준
을 조절변인으로 선정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첫 번째 분석도 서비스
유형간 차이에 따라 경쟁의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서
비스 유형의 특성을 조절변수로서 다루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연구의 장별 전개는 다음과 같다. 먼저, 제2장 이론적 논의에서는 사
회서비스의 공급 방식이 다양화됨에 따라 나타나는 품질 관리의 문제,
대표적인 신공공관리의 한 축인 시장화 정책과 이를 통해 형성되는 준시
장(quasi-market)에 대한 이론을 검토하였다. 이어서 준시장이 적용된
대표적인 분야인 노인 장기의료 및 요양서비스를 중심 사례로, 해당 영
역에 도입된 준시장 제도와 현황, 문제점에 대한 논의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이어서 경쟁이 사회서비스 질에 미치는 영향과 이를 조절하
는 요인에 대하여 준시장 이론과 관련 실증연구들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가설을 도출하였다. 제3장 연구설계에서는 두 연구문제를 분석
하기 위한 연구모형과 분석방법을 제시하였다. 제4장 분석결과에서는 주
요 변수들의 기술통계를 확인하고, 경쟁이 사회서비스 질에 미치는 영향
과 조절변수의 효과에 관한 분석결과를 차례로 제시하였다. 제5장 결론
에서는 연구결과의 요약과 함께 본 연구의 이론적, 정책적 함의를 제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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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논의
제 1 절 사회서비스 공급 방식의 다양화와 품질 관리
1. 사회서비스의 질
현대 복지국가에서 국민들은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다
양한 사회서비스들을 제공 받고 있다. 사회서비스를 광의로 정의하는 경
우, 교육, 주거, 문화, 고용, 환경 관련 서비스들이 모두 포함될 수 있다
(보건복지부, 2019). 반면, 협의로 정의되는 사회서비스는 주로 사회복지
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를 의미하며, 그 중에서도 돌봄서비스를 주로
의미한다(보건복지부, 2019; 안수란 외, 2018).
사회서비스의 질은 공공영역에서 핵심적인 목표로 자리 잡고 있다(김
인, 2011). 사회서비스의 목적이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임에서 알 수 있듯
이, 사회서비스의 질은 서비스 대상자 및 그 가족의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는 행정 전반의 변화와도 관련이 있다. 공급자 중심의
행정이 수요자 중심의 행정으로 변화함에 따라, 수요자들의 질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중요한 정책목표가 되었다(최병선, 1995, 이희
태, 2003에서 재인용). 서비스를 양적으로 충분히 공급하는 것을 넘어 좋
은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이 중요해진 것이다.
사회서비스의 질은 서비스 접근성과도 연관이 있다. 서비스, 특히 사
회서비스 정책의 정책목표는 동등한 필요에 동등한 서비스 접근성(equal
access for equal needs)을 보장하는 것이다(Mooney et al., 1991). 접근
성은 서비스의 질만큼이나 개념이 매우 넓고 다차원적 속성을 지닌다.
서비스 접근성의 차원도 학자마다 다르게 분류하지만, 공통적으로 지리
적 접근성(geographic accessibility), 이용가능성(availability), 편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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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ommodation), 수용성(acceptability), 비용적정성(affordability)과 같은
하위 차원들로 구성된다(Penchansky & Thomas, 1981; Peters et al.,
2008). 이때, 지리적 접근성과 이용가능성은 서비스의 공급량과 긴밀하게
연관되며, 편의성, 수용성 등은 서비스의 질과 긴밀하게 연관된다. 서비
스가 가까운 곳에서 공급되고 필요시에 이용할 수 있을 만큼 공급에 여
유가 있다면 지리적 접근성과 이용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서
비스 공급량은 많더라도 이용과정이 어렵고 불편하면 편의성과 수용성은
낮다고 볼 수 있다. 동일한 필요에 동일한 접근성을 보장하려면, 서비스
의 공급량뿐만 아니라 서비스 질을 관리하는 것도 정책적으로 중요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품질(quality)은 쉽게 정의하거나 측정하기 어렵다. 가격 또는
양(quantity)과 달리 품질은 주관적인 성격이 강한 개념이다. 기술력, 디
자인, 내구성, 성능 등 다양한 개념들이 품질이라는 상위 개념에 속한다
(진양수, 2017). 이 중 재화가 아닌 서비스의 품질은 그 주관적인 속성이
더욱 강하다. 이는 서비스의 질이 다차원 속성으로 구성된 개념임을 의
미한다. 예를 들어, 서비스 질 측정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척도인
SERVQUAL은 5가지 차원-유형성(tangibles), 신뢰성(reliability), 보증성
(assurance), 대응성(responsiveness), 공감성(empathy)-별로 이용자의
서비스에 대한 인식 수준을 측정하여 서비스 질을 측정하기도 한다
(Parasuraman et al., 1991).

2. 사회서비스 공급 거버넌스의 변화와 정책수단 조합
사회서비스의 질이 중요한 정책목표로 대두되었으나, 서비스의 질을
관리하기는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정부가 직접 사회서비스를 전달하는
방식 외에도 서비스의 공급 방식이 점점 다양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에 따라 정부 외의 공급자들이 공급하는 사회서비스의 질을 정부가 어떻
게 관리할 것인지가 중요한 정책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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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공공서비스의 공급 기제를 크게 정부에 의한 공급과 시장
에 의한 공급으로 구분하곤 한다(전영한·이경희, 2010). 부가적으로는 공
동체에 의한 공급도 포함하기도 한다(황선영, 2019). 그러나 실제 정책현
장에서 서비스가 공급되는 방식은 완전한 정부기제 혹은 완전한 시장기
제라는 이분법으로 구분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는 시장친화적인, 혹은
정부중심적인 성질을 축으로 하는 연속선 상에 있다고 볼 수 있다(전영
한·이경희, 2010).
전통적인 방식에 따라 정부가 서비스를 직접 공급한다면 조직적 관점
에서 내부통제를 통해 서비스 질을 관리하게 된다. 즉, 조직, 인사, 재무
기법을 통해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을 적절히 배치함으로서 서비스 질을
관리하고자 한다. 그러나 서비스를 최종적으로 전달하는 주체가 정부가
아니라면 이들의 서비스 전달에 개입하는 방식은 달라진다. 규제, 보조
금, 바우처 등 수많은 방식을 통해 다양한 공급자들의 서비스 전달에 영
향을 주게 된다.
정책수단(policy instrument)론은 이러한 다양한 개입 방식에 관심을
둔다. 정책수단이란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가 의도적으로 활용하
는 수단”(전영한·이경희, 2010: 95-96)을 의미한다. 정부는 서비스 질 향
상이라는 정책목표를 위해 다양한 정책수단을 적용한다. 이때, 실제로 적
용되는 정책은 여러 수단들의 조합으로 구성된다.
정책수단이 다양한 만큼 그 조합도 다양하다. 권혁주(2013)는 국가의
정책개입 유형을 서비스 생산(창출), 재원 조달, 질 규제로 나눈
Salter(1998)의 방식을 토대로, 각 유형별로 직접성 또는 강제성의 수준
에 따라 수단을 분류하는 방식을 제안하였다. 직접성과 강제성은 수단을
정부기제와 시장기제라는 이분법적 방식으로 분류하는 방식을 지양하기
위한 개념이다. 직접성 또는 강제성 수준이 높을수록 정부기제에 가깝고,
낮을수록 시장기제에 가깝다.
정부기제에 가까운 수단은 주로 시장실패를 막기 위해 도입되며, 시장
기제에 가까운 수단은 주로 정부실패를 막기 위해 도입된다. 이때, 시장
- 10 -

실패를 막기 위한 수단은 시장의 본래 기능을 되찾고자 도입되는 수단과
시장의 본래 기능이 가져올 부작용을 감소시키기 위해 기능을 억제하는
수단으로 구분된다. 시장의 본래 기능이 가져올 부작용을 감소시키기 위
한 수단은 정부중심적인 수단과 성격이 유사해진다. 정부실패의 관점에
서 보아도 분류는 유사하다. 즉, 각 수단의 수준은 시장친화적이거나 정
부중심적이며, 다만 이분법적으로 나뉘는 것이 아니라 연속선상에서 수
준이 서로 다르다.
한 수단조합을 구성하는 하위 수단들의 유형이 다를 뿐만 아니라 시
장친화적 혹은 정부중심적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특정 수단
조합이 어떤 정책결과를 가져올지 예측하기는 어렵다. 특히, 각 하위수단
의 수준이 다르면 서로 상쇄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더욱 예측이 어렵
다. 그렇기에 정책수단과 조합에 관한 연구가 더욱 중요하지만 아직 이
에 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정책수단들은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며,
분석수준과 단위도 천차만별이기에 조합을 분석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
다.
이에 전영한과 이경희(2010)는 정책수단을 기술로 보는 관점을 제시하
기도 하였다. 여러 물리적인 구성요소(components)들을 구조
(architecture)로 엮어 다른 상태로 변환시키는 것이 물리적 기술
(physical technology)이라면, 정책수단 또한 여러 구성요소들을 구조적
으로 엮어 원하는 정책효과를 얻어내는 사회적 기술(social technology)
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전영한·이경희, 2010: 110)2). 이러한 관점은 단
순히 시장기제적 수단이 강하면 시장원리에 의한 정책효과가 나타나고,
정부중심적 수단이 강하면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추론이 적절하지 않음
을 의미한다. 각 수단의 고유 성격과 별개로, 어떤 구조로 조합되느냐에
따라 최종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공급자가 다변화되고 그에 따라 다양
2) 전영한·이경희(2010: 110)는 사회적 기술로서의 정책수단을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가 인적, 물적, 법적, 정보 및 기타 자원을 어떤 한 상태에서 다른 상태
로 변환하는 방법 혹은 디자인”으로 정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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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정책수단이 동시에 적용되는 정책현실에서, 바람직한 정책효과를 가
져올 수 있는 조합 구조가 무엇인지 연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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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시장화 정책과 준시장 이론
공급자의 다양화는 정부중심적 공급 외 다양한 공급기제가 발현됨을
의미한다. 가장 대표적인 공급기제는 시장기제이다. 정부가 서비스를 직
접 공급하는 대신, 다수의 민간 공급자가 참여하는 시장을 조성하여 효
율적으로 서비스가 공급되도록 유도하려는 정책이 시장화 정책이다. 특
히, 사회서비스 공급에 시장화 정책이 적용되어 형성된 시장을 준시장
(quasi-market)이라 한다. 그러나 ‘준’이라는 표현이 암시하듯이, 준시장
은 이론에 존재하는 완전한 시장과 다르다. 시장실패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가 적용되며, 이러한 규제들은 다양한 정책수단으로서 시장
에 서로 다른 영향력을 미친다.

1. 시장화의 개념과 등장배경
1980년대 영국에서는 대처 정부, 미국에서는 레이건 정부가 행정에 시
장원리를 적극 도입하는 행정개혁이 실시되었으며, 이러한 기조는 전세
계로 확대되어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시기별, 국가별로 행정개혁
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르지만 모두 신공공관리론의 영향을 공통적으로
받았다.
신공공관리론은 시장원리를 통해 정부실패를 극복할 수 있다는 이론
으로, 크게 시장주의(market orientation)와 관리주의(managerialism)를
바탕으로 한다(정정길, 2008: 429). 시장주의는 서비스 공급에 경쟁 원리
를 도입하는 것이며, 관리주의는 내부통제 대신 성과를 중심으로 행정을
관리하려는 사조이다. 주로 관리주의는 공공기관의 내부 운영에 적용되
며, 시장주의는 서비스 공급방식의 다양화와 그 운영에 적용된다. 어떤
서비스가 시장주의의 방식으로 공급될 때, 해당 서비스의 공급은 시장화
(marketization)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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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주의와 마찬가지로 시장주의는 시장 원리를 통해 정부의 비효율
성을 낮출 수 있다고 보며, 이를 위한 핵심적인 시장 원리를 가격, 경쟁,
고객주의로 본다(정정길, 2008). 먼저, 시장주의는 가격에 의해 수요에 맞
는 공급이 이루어져 자원의 최적배분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본다. 전통적
행정에서는 관료들이 서비스 공급, 즉 자원 배분을 결정하며 이는 정치
적인 의사결정이다. 관료들이 수요를 측정하고, 공급의 부족 혹은 과잉을
판단하여 공급량을 결정한다. 이와 달리 시장주의는 가격을 매개로 수요
대비 공급이 결정되고, 가격에 따라 저품질 수요와 고품질 수요가 모두
충족될 수 있다고 본다.
가격이 수요와 공급을 일치시키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시장에
서 공급자간 충분한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전제가 충족되어야 한다.
수요가 있는 시장에서 독점기업은 강력한 가격 결정권을 가지며, 가격을
올리기 위해 수요보다 적게 공급하려는 유인을 갖는다. 충분한 경쟁이
있어야 가격이 하락할 수 있으며, 이론적으로 모든 공급자의 이윤이 0이
되는 지점에서 가격과 수요 대비 공급이 결정된다.
경쟁은 고객주의의 관점에서도 중요하다. 공급자들은 경쟁에서 살아남
기 위해 저렴한 가격 혹은 높은 품질에 대한 소비자의 필요(needs)를 충
족시키려 노력한다. 시장주의의 주요 요소인 고객주의는 경쟁을 전제로
한다고 볼 수 있다.
시장화된 서비스 체계에서 핵심은 경쟁(logics of competition)과 소비
자의 선택(customer choice)이다(Anttonnen & Meagher, 2013: 16). 공급
자간 활발한 경쟁이 일어날 때 생존하기 위해 효율성을 높이고, 소비자
들이 공급자 중 원하는 공급자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을 때 소비자의
선택을 받기 위해 공급자들이 서비스 품질을 높인다는 것이 시장화 이론
이다. Anttonnen과 Meagher(2013)는 시장관행 및 경쟁 수준과 민간 주
체 참여 여부에 따라 시장화를 크게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는데, 각
유형은 경쟁과 소비자의 선택 수준이 다르게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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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시장화의 개념화
시장관행-경쟁
(Market
practices/competition)
비 시장적 관행
(Non market
practices)

민간 주체 참여
경쟁적
외부계약(outsourcing):
소비자선택모델

민간 주체 비참여
공적 영역 내에 사적
속성을 도입

경쟁이 없는
외부계약(outsourcing)

전통적인 공적 제공

출처: Anttonen & Meagher(2013: 16)
*권현정(2014: 291)의 번역 용어를 사용함

민간 주체가 참여하지 않고 비시장적으로 서비스가 공급되는 방식은
전통적인 공적 제공 방식이다. 경쟁도, 소비자의 선택도 낮은 수준으로
시장화가 거의 진행되지 않은 유형이다. 서비스는 여전히 정부가 공급하
지만 민간 영역의 속성을 도입한다면 내부시장(internal market) 모형이
된다(Anttonen & Meagher, 2013: 18). 예를 들어, 본인부담금을 증가시
키는 것이 한 예이다(권현정, 2014). 반대로, 민간 주체를 서비스 공급에
참여시키지만 경쟁 요소는 거의 없는 경우를 ‘경쟁이 없는 외부계약’ 모
형이라 한다. 경쟁 없이 수의계약으로 민간 기관을 참여시키거나, 비영리
기관 등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 등에 이에 포함된다(권현정, 2014).
민간 주체를 참여시키면서 경쟁 요소도 도입하는 ‘소비자선택모형’은 가
장 시장화가 높은 수준으로 도입되는 모형으로 볼 수 있다.
1990년대부터 전 세계적으로 사회서비스를 대상으로 시장화 정책이
적용되기 시작하였다. 다양한 형태의 시장화 정책이 추진되었는데, 다양
한 민간 공급자의 참여를 독려하고 소비자들이 직접 공급자를 선택하여
이용하게 하는 경쟁적 외부계약(소비자 선택 모델) 형태를 취한 사례가
많다. 이와 같이 형성된 시장을 일반 시장과 구별하기 위하여 준시장으
로 개념화하고 그 원리를 설명한 이론이 준시장 이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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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준시장 이론
이론적으로 시장주의는 가격, 경쟁, 고객주의라는 요소를 확보하면, 즉
시장과 같은 방식으로 서비스를 공급하면 최대의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
을 것으로 본다. 그러나 현실에서 시장원리는 이론 그대로 적용되기 어
렵다. 완전경쟁시장이라는 이상적 조건이 형성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시장실패를 방지하기 위한 규제 등 다양한 환경조건에 의해 시장원리가
제약되기 때문이다. 시장화 되었지만 규제 등에 의해 일반 시장과는 다
른 특성을 지니는 시장을 준시장이라 한다(전용호, 2012).
시장화 이론에 따르면, 관료들이 중앙집중적으로 서비스를 공급할 때
보다 필요한 조건들을 갖춘 분권화된 시장에서 서비스를 공급할 때 생산
적(productive), 분배적(allocative) 효율성이 높아진다(Sappington &
Stiglitz, 1988, Propper, 1993에서 재인용). 그러나 시장화는 형평성을 악
화시킬 위험이 크다. 저소득층의 저품질 선호를 낮은 가격으로 시장에서
충족시킨다는 의미는, 저소득층으로 하여금 저품질의 재화 혹은 서비스
만을 이용할 수밖에 없게 함을 의미한다. 특히, 독점적 시장에서는 기업
이 가격을 올리기 위해 일부러 공급을 줄일 유인을 갖는데, 그 피해는
사회적 약자층이 입을 가능성이 크다. 독점 기업의 가격 및 공급량 횡포
가 일어나는 대상이 인간의 기본권과 긴밀하게 연결되는 보건의료 및 복
지서비스라면, 동일한 필요에 동일한 접근(equal access for equal need)
을 보장할 수 없다.
한편, 시장화를 도입하려는 산업의 특성으로 인해 이상적인 시장을 구
현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시장 내 경쟁과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보하
기 위해서는 소비자와 공급자들이 모두 완전한 정보를 지녀야 한다. 그
러나 전문성이 높은 산업에서는 공급자들이 더 많은 정보를 지니는 정보
비대칭성(information asymmetry) 현상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 의료 산
업에서는 질병과 치료방법에 대해 환자보다 의사가 훨씬 많은 정보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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닌다. 이런 산업에서는 시장화를 도입해도 경쟁에 의한 효율성 증가가
충분히 나타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시장화를 도입했을 때 나타나는 형평성 악화 문제, 혹은 시
장기제가 제약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규제를 실시한다. 때문
에 시장화와 규제가 함께 발달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전용호,
2012). 즉, 시장실패와 정부실패를 동시에 극복하고자 하는 시도가 준시
장이라 볼 수 있다.
규제는 정부가 시장기능에 개입하여 자원배분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의미한다(정갑영, 2006: 453). 준시장의 규제는 크게 진입규제(regulation
of entry), 가격 규제(regulation of price), 품질 규제(regulation of
quality)로 구분할 수 있으며, 정부의 정보 공급(government provision
of information)도 규제와 유사한 성격의 개입으로 볼 수 있다(Propper,
1993). 진입규제는 필수요건을 충족해야만 허가를 받을 수 있게 하거나,
정해진 공급량을 초과 시 시설 개소를 허가하지 않는 등 진입장벽을 세
우는 규제를 의미한다. 가격 규제는 독점 기관의 가격 횡포를 예방하기
위하여, 가격을 고정시켜놓거나 비용 대비 일정한 비율 이상으로만 가격
을 설정하도록 하는 규제를 의미한다. 품질 규제는 기관 운영 중 모니터
링 및 감독 활동을 통해 일정 기준 이상의 품질을 유지하는지 관리하고,
최저기준을 충족하지 못할시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활동을 포함한다. 진
입규제와 가격규제는 경제적 규제로 분류할 수 있으며, 사회후생과 안전,
환경 등에 관련된 품질 규제는 사회적 규제로 분류할 수도 있다(정갑영
2008: 453).
이러한 규제들은 준시장의 성격을 일반 시장과 다르게 만든다. 먼저,
가격은 정부에 의해 고정되거나 개별 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반 시장에서와 달리 수요와 공급을 일치시키는 매개체가 되기
어렵다. 또한, 진입 규제가 일반 시장과 달리 신규 경쟁자의 시장 진입을
막기 때문에 준시장에서의 경쟁은 같은 조건의 일반 시장보다 다소 낮을
수밖에 없다. 품질 규제는 최소기준 이상의 품질을 유지하도록 강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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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기관은 과도하게 낮은 품질의 서비스를 저가격에 판매하는 전략
은 사용할 수 없다.
한편, 정부의 정보 공급은 기관의 활동에 대한 직접적 규제는 아니지
만 소비자의 선택권을 증진하여 시장기능을 촉진한다는 점에서 규제의
성격을 지닌다. 정부가 시장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개입하는 유형의
규제인 셈이다. 특히, 보건의료서비스 영역과 같이 공급자와 소비자 간
정보 비대칭성이 큰 경우에는 정부 주도의 정보 공급이 중요하다. 정보
비대칭성이 큰 시장에서는 소비자들이 기관들을 명확한 기준으로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타 기관으로 옮겨가기 어렵
고, 이에 따라 실질적 경쟁 수준이 낮아진다(Zinn, 1994). 기관간 외적인
경쟁 구도뿐만 아니라 정보의 비대칭성도 경쟁 수준에 영향을 주기 때문
에,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개입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떤 규제가 효과적인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규제는
매우 다양한 유형으로 구성되며, 장단점도 서로 다르다. 준시장 이론에서
는 규제를 크게 가격규제, 진입규제, 품질 규제로 나누고 있으나 규제의
효과성에 대해 검토하기 위해서는 최병선(2009)의 규제 유형화 방식을
함께 참조해볼 수 있다.
최병선(2009)은 규제를 크게 기준(standard)의 존재 여부로 나눈다. 인
위적인 기준이 존재하는 규제는 다시 투입요소기준 규제와 성과기준 규
제로 나뉜다. 투입요소 규제는 피규제자가 이행해야할 조건을 지정하고
이를 준수하는지 확인 및 감시하는 형태의 규제를 의미한다. 준시장의
규제 중에서는 진입규제 중 조건을 충족해야 허가를 내주는 방식의 규
제, 조건을 유지하고 있는지 감독하고 위반 시 제재하는 방식의 사후 품
질 규제 등이 이에 해당된다. 투입요소 규제는 정보 비대칭 등으로 인해
다른 방식으로는 피규제자의 행위를 제약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될 때
주로 적용된다. 그러나 피규제자로 하여금 규제를 회피하게 하고, 혁신
의지를 낮춘다는 단점이 있다(최병선, 2009). 또한, 조건이 복잡할수록 규
제기관으로서도 막대한 집행비용을 들여야 하므로 비효율성이 높아질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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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즉, 투입요소 기준에 따라 집행되는 진입규제와 사후 품질 규제는
피규제자의 행위를 통제하기 어려울 때 적용되지만, 피규제자의 혁신 유
인을 낮추고 규제를 회피하게 하는 단점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성과기준 규제는 최소한의 목표만 기준으로 설정하고 이에 도달하는
방식은 피규제자의 자율에 맡기는 방식이다. 효율적인 방식을 자율적으
로 시도하게 한다는 점에서 혁신을 유도하기 적합한 방식이지만, 피규제
자가 성과를 달성하였는지를 측정하기 어려울 수 있고 규제기관이 높은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최병선, 2009).
한편, 기준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 규제는 경제유인 규제와 시장기반
규제로 나뉜다. 성과기준 규제는 기준 이상으로 성과를 높여야한다는 유
인이 적지만, 경제유인 규제 하에서는 성과가 높아지는 만큼 이익도 커
지기 때문에 혁신에 대한 유인이 더 크다(최병선, 2009). 준시장의 가격
규제는 경제유인 규제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주어진 가격규제에 따라
각 피규제자들은 이익을 극대화할 방안을 찾기 위해 혁신을 시도할 유인
이 있다. 그러나 그러한 피규제자들의 혁신 행위가 사회적 후생을 증가
시킬지는 가격규제의 형태에 따라서 다를 것이다.
마지막으로 시장기반 규제는 시장기제의 순기능을 회복시키는 방식으
로 시장실패에 대응하는 규제이다. 앞서 설명한 준시장의 규제 중에서는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보공개를 의무화하는 규제가 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시장기반 규제는 시장기제의 효과를 극대화시키
며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정보 비대칭 등의 시장
실패 문제를 완전히 해소하는 방안을 현실적으로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또한, 시장기제가 갖고 있는 본질적인 한계-예를 들어 형
평성 저해와 같은 문제는 시장기반 규제로만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위와 같이 다양한 규제들이 존재하지만, 정부가 직접 공급하는 방식과
비교하면 준시장에서 정부가 공급자에 가하는 제약은 훨씬 낮다. 진입장
벽을 낮추되 사후 통제를 통해 질을 규제하는 흐름은 신공공관리론의 주
요한 요소인 관리, 성과주의와도 밀접하게 연관된다. 진입 시에는 최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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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만 두어 사전통제를 약화시키되, 정기적으로 운영 방식과 성과를 평가
한다. 규제로 정해진 기준에서 크게 어긋나는 경우 시장에서 퇴출시킬
수 있으며 평가한 결과는 공개한다.
그러나 정부의 역할이 규제자에만 머무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재원조
달 및 구매자, 준시장 조성자(enabler), 제공자의 역할도 담당한다(석재
은, 2017: 431). 준시장에서도 공립 기관을 설립하는 등 여전히 정부가
일부 서비스를 직접 공급하는 제공자 역할을 담당하기도 하지만 전통적
인 공적 제공에 비해서는 그 역할이 축소된다. 재원조달 및 구매자로서
정부는 사회보험 등을 통해 재원을 조달하고 이를 활용하여 민간기관 등
의 서비스를 구매하고 비용을 지불한다. 서비스 기관과 계약을 맺고 급
여를 지불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 준시장 조성자로서 정부는 주로
시장기제가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개입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공
정경쟁을 유도하고, 이용자와 공급자간 정보비대칭을 해소하기 위해 정
보공개 지침을 내리는 등의 역할을 맡는다.
규제가 없는 정책 영역은 없지만, 그 중에서도 사회서비스 영역에서는
시장화 정책이 도입되더라도 규제의 역할이 중요하다. 규제를 도입하는
목적은 기본적으로 시장실패를 보완하기 위함이다. 대표적인 시장실패는
자연독점, 파괴적 경쟁, 공공의 이익 훼손 등이 있다(정갑영, 2006,
458-459). 특히, 시장화 정책 대상이 사회서비스인 경우에는 공공의 이익
을 보호하기 위해 규제가 도입된다. 시장실패에 따라 공공의 이익이 훼
손되기 쉬운 산업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 첫째, 수요가 매우 비탄
력적인 산업으로 생활 필수재 등이 이에 해당된다. 둘째, 공급자와 수요
자의 관계가 상호경직적이어서 실질적인 경쟁이 제한된다. 셋째, 소비계
층에 따라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크게 차이가 난다.
사회서비스, 그 중에서도 돌봄서비스는 위 특성들이 모두 해당된다.
돌봄을 필요로 하는 대상자는 가족 구성원 등의 대체재가 없다면 반드시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어 수요의 비탄력성이 매우 크다. 또한,
돌봄서비스는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쉽게 바꾸기 어렵다.
- 20 -

또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소비계층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날 수 있다.
급환으로 급히 입소할 곳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지나치게 높은 가격을 부
과하게 되면 심각한 불평등이 발생한다. 이러한 이유로 돌봄 성격을 지
니는 사회서비스에 대해서는 시장화를 도입하더라도 규제를 통해 공공의
이익을 보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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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한국 노인 장기의료 및 요양서비스의 시장화
시장화 정책, 특히 준시장 정책은 주로 사회서비스를 대상으로 적용된
다. 교통, 에너지 영역과 달리 대규모 기반 시설이 필요하지 않는 대신,
인간 대상 서비스(human service)의 특성상 접근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다수의 기관이 여러 지역에 분포하여 기능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또
한, 돌봄의 사회화가 빠르게 진전됨에 따라 사회서비스 공급을 효율적으
로 빠르게 확충해야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 중에서도 노인 장기의료 및 요양서비스 영역은 준시장이 활발하게
도입되는 분야이다.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노인 돌봄 수요를 급증하고
있으나 정부 중심의 공급 방식으로는 수요에 맞는 공급을 빠르게 공급하
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독일, 일본 등
많은 나라들이 사회보험에 기반한 준시장을 형성하여 노인 장기의료 및
요양서비스를 공급하고 있으며, 한국도 이러한 추세를 따르고 있다.
그러나 시장화 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고령화에 대비한다
는 이유로 무리하게 시장화를 도입한 결과 서비스 질이 심각하게 악화되
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노인 장기의료 및 요양서비스는 급속하게 공급
이 증가하면서 그만큼 문제들도 단기간에 터져 나와 더욱 주목 받는 정
책문제 영역이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사회서비스의 시장화 정책에 대
한 비판이자 준시장 서비스의 질 관리에 대한 정책요구라고도 볼 수 있
다.

1. 시장화 도입 배경
전통적으로 돌봄(care)은 가족의 몫이었다. 아동, 장애인, 노인 등 돌
봄을 필요로 하는 약자에게 돌봄을 제공하는 주체는 가족 구성원이었으
며, 그 중에서도 여성이 주 돌봄담당자였다(황선영,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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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으로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지고, 대가족이 해체되
고 핵가족이 늘어남에 따라 가족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고 의무를 시장
또는 정부에 이양하는 움직임이 늘어났다. 여기에 돌봄은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고 돌봄제공자에도 젠더불평등이 존재하는 등 형평성과 밀접
하게 연관된다는 점에서 사회와 정부의 돌봄책임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른바 돌봄의 사회화에 대한 요구이다(석재은, 2009). 오
늘날 한국을 포함하여 복지국가를 표방하는 국가들은 구체적인 방법과
범위는 다소 다르더라도 정부가 상당한 규모의 돌봄서비스를 직접, 간접
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서비스 공급의 시장화 또한 전 세계적인 흐름이다(석재은,
2009). 서구에서 사회복지서비스의 시장화는 정부의 부담을 줄이는 작은
정부 흐름의 일환이었으나, 한국에서는 공급을 빠르게 늘리기 위한 수단
으로서 실시되었다(황덕순, 2008, 이진숙·박진화, 2011에서 재인용). 즉,
정부 주도의 공급을 민영화한 것이 아니라, 이미 민간에 의해 공급되던
서비스 시장을 빠르게 확장시키기 위해 시장화 원리를 강화시켰다고 볼
수 있다(이진숙·박진화, 2011).
복지학에서는 복지서비스 공급 주체가 다양화되는 형태를 복지혼합
(welfare mix)이라고 일컫는다. 복지혼합 또한 시장화의 영향에 의해 만
들어진 개념으로, 준시장 이론과 밀접하게 연관된다. 복지혼합은 국가만
이 아니라 시장, 가족 등 다양한 주체에 의한 복지서비스 공급을 상정한
다(황덕순, 2008). 민간을 서비스 제공자로 참여시키고, 정부는 주로 재원
조달을 담당하며, 추가적으로 여건 조성자(enabler), 규제자(regulator),
평가자(evaluator) 역할을 수행한다(서선영, 2017)
이때, 서비스 제공자의 차이뿐만 아니라 규제 수준, 재원 조달 방안에
의해서도 복지서비스의 공급 방식이 다양화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공공
성 수준도 달라진다(석재은, 2017). 즉, 시장화는 한 가지 방안만 있는 것
이 아니라 시장화를 구성하는 다양한 차원들의 수준에 따라 다른 제도적
맥락 하에서 운영될 수 있다. 이와 같이 공급자의 다양화 현상을 반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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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점, 서로 다른 하위 차원들이 어떻게 조합되는가에 따라 다른 결과
가 도출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복지 혼합과 정책수단 조합은 긴밀하게 연
관된다.
<그림 2-2> 복지혼합의 세 차원(3-dimension)

약한규제

강한규제

공공기관

서비스 제공
비영리
비공식제공자
민간기관 영리민간기관 (가족 등)

공적
재원조달
재원조달 사적
요양병원 및 장기요양서비스
재원조달
출처: 석재은(2017: 429)을 재구성

그 중에서도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돌봄서비스에 대한 서비스 요구가
증가하면서 공급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의료기술의 발전, 기대여명의
증가, 출생률의 저하 등으로 전세계 수많은 국가들이 급속한 고령화를
겪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를 겪고 있는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돌봄을 제공할 연령층은 줄어들고, 돌봄대상자인 노인은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폭증하고 있으며(이정택, 2017) 정
부도 이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전달체계를 통해 이를 공급하고 있다.
한국에서 대표적인 노인 장기의료 및 요양서비스로는 요양병원의 의
료서비스와 장기요양서비스가 있다. 일부 예외를 제외한다면, 두 서비스
는 65세 이상 노인을 주 대상으로 한다. 물론, 두 서비스 외에도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돌봄서비스는 더 있다. 장기요양 등급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외자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돌봄을 제공하는 ‘노인돌봄종합서
비스’, 노인복지관이 독거노인 등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돌봄서비스 등이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양병원 및 장기요양서비스는 전국에 일괄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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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적용되는 법률에 기반하고,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이라는 전국적
규모의 재원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장 대표적인 노인 장기의
료 및 요양서비스라 할 수 있다.

2. 서비스 유형별 현황, 특성 및 제도
장기요양서비스는 시설급여기관과 재가급여기관으로 분류되며, 예외적
인 상황을 제외하면 장기요양등급을 받아야 급여를 받을 수 있다. 대표
적인 시설급여기관은 노인의료복지시설로 분류되는 노인요양시설 및 노
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다(이하 ‘노인요양시설’ 또는 ‘시설서비스’로 지칭).
재가급여기관은 재가노인복지시설(이하 ‘재가서비스’로 지칭)이라고도 하
며, 방문요양서비스, 주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방문간호서비스 중 하나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의미한다.
요양병원은 건강보험을 재원으로 운영 되는 의료서비스 기관이다. 질
병 또는 장애로 인해 장기적인 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들이 주된 이용
자이다. 의료서비스도 제공되지만 일반 병원과는 달리 재활 혹은 만성질
환 관리 등 요양서비스의 성격이 강해 노인요양시설과 유사하게 받아들
여지기도 한다. 그러나 재원, 이용자격, 시설 및 인력 기준 등에 있어 차
이가 있다.
<표 2-1> 요양병원 및 장기요양 시설서비스 비교

구분
요양병원
법적근거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재원 건강보험
질병이나 장애로 인해 장기 치료
목적 가 필요한 환자에게 의료서비스
제공
이용대상 65세 이상 노인 환자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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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시설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액의 약
7%, 국고 등으로 조달됨)
노화 등에 따른 신체·정신적 기능 저하
로 거동이 불편한 자에게 일상생활 지
원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위원회에서

구분

요양병원

노인요양시설
1~2급 인정하에서 입소 가능
3~5등급자 중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
발 곤란, 주거환경 열악 등 특별한 사
유 발생시 예외적으로 시설 입소 가능
30병상
이상
입원실,
의무
기록실,
침실(1실 4인 이하), 식당, 조리실, 세면
시설기준 소독시설, 식당, 휴게실 등
장 및 목욕실 등
의사: 환자 40명당 1인 상주
촉탁의(월 2회 방문)
인력기준 간호사: 환자 6명당 1인
간호사: 입소자 25명당 1인
요양보호사: 제한 없음
요양보호사: 입소자 2.5명당 1인
진료,
검사,
투석,
수숙
등
다양한
행동문제, 낙상·탈수·실금·영양상태·통
의사 의료 행위 수행 가능
증 진단과 필요시 처방전 발행
자료: 이정택(2017: 11)
원자료: 보건사회연구원(2013)

1) 현황
한국의 노인 장기의료 및 요양서비스는 특히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도
입된 후부터 빠르게 공급이 증가하였다. 요양병원은 2009년 770개에서
2017년 1,529개로, 8년간 98.6% 증가하여 거의 두 배가 되었다. 병상수는
2009년 88,358석에서 2016년 255,021석으로 188.6% 증가하였다. 병상수가
더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기관 당 병상수도 증가하였다. 2009년 요양병
원 기관 당 병상수는 114.8석이었으나 2016년에는 178.6석으로 증가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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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요양병원 기관수 및 정원 추이

연도
기관수
병상수
기관 당 병상수
2009
770
88,358
114.8
2010
835
110,025
131.8
2011
964
132,727
137.7
2012
1,078
162,483
150.7
2013
1,207
190,075
157.5
2014
1,297
214,478
165.4
2015
1,326
228,808
172.6
2016
1,428
255,021
178.6
2017
1,529
n/a
n/a
*자료: 행정안전부 한국도시통계 (2009~2017);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별의료이용통계 (2009~2016)

장기요양서비스 기관도 지속적으로 빠르게 증가해왔다. 시설서비스 기
관은 2009년 2,629개에서 2017년 5,304개로 증가하였다. 101.7% 증가한
것으로, 요양병원과 마찬가지로 거의 두 배가 된 것이다. 정원은 2009년
88,191석에서 2017년 174,543석으로 약 97.9% 증가하였다. 기관수와 정원
의 증가율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기관 당 정원도 8년간 30.1명~33.5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재가서비스 기관도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2010년 재가서비스 기관은
11,931곳이었으며, 2017년에는 14,211곳으로 약 19% 증가하였다. 재가기
관 유형 중 주야간보호 및 단기보호 서비스 기관은 2010년 1,472곳에서
2017년 3,013곳으로 거의 두 배가 되었다. 같은 기간, 주야간보호 및 단
기보호 서비스기관의 정원은 2010년 22,615석에서 2017년 68,692석으로
203.7% 증가하였다. 기관 당 정원은 2010년 15.4명에서 2017년 22.8명으
로 증가해왔다. 더 많은 이용자를 받는 대규모 시설이 증가한 것이다. 보
호시설 없이 요양보호사가 이용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복지용구 기관은 2010년 10,459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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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1,198개로 증가하였으며, 이는 7% 증가한 수준이다.
<표 2-3> 장기요양서비스 기관수 및 정원 추이
시설서비스

재가서비스
주야간보호 및 단기보호2)
연도 기관수 정원 기관당
총 1)
정원 기관수 기관수 정원 기관당
정원
2010 3,751 116,782
31.1 11,931
1,472 22,615
15.4
2011 4,061 123,712
30.5 11,228
1,555 23,370
15.0
2012 4,327 131,761
30.5 10,857
1,588 23,850
15.0
2013 4,648 140,019
30.1 10,729
1,795 27,896
15.5
2014 4,871 150,616
30.9 11,056
2,010 33,434
16.6
2015 5,085 159,368
31.3 11,672
2,317 42,075
18.2
2016 5,187 168,356
32.5 12,917
2,677 55,217
20.6
2017 5,304 174,543
32.9 14,211
3,013 68,692
22.8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
1) 총 재가기관 수는 급여종류 간 중복 서비스 기관을 제외한 수치임
2) 재가서비스의 경우, 주야간보호 및 단기보호 기관에서만 정원이 산정되므로 별도로 제시
함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및 복지용구 제외)

2) 이용자의 특성
요양병원은 의료 기능을 제공하는 기관으로서, 만성질환에 대한 의료
서비스와 관리가 필요한 중증환자를 주 대상으로 한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의사 등의 의료인력이 병원에 상주하는 것이 필수이며, 보건직렬에
서 관리되고, 재원 또한 건강보험에서 나오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관
리한다.
반면, 장기요양 시설서비스는 의료서비스가 필요하지는 않으나 일상생
활 기능에 어려움을 느껴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다.
복지직렬로 분류되며,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재원이 나오고, 건강보험공
단 노인장기요양 사업부가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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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상으로는 두 기관의 기능이 명확히 분리되어있기 때문에 요양시
설 입소자가 질환이 악화되어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요양병원으로 전
원해야 하는 등의 비효율이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
결하려면 유사한 두 기관의 전달체계를 아예 통합하여 ‘노인요양전달체
계’를 만들어야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김진수 외, 2013; 메디게이트,
2017). 전달체계는 통합하되 기능은 더욱 명확히 분리해서, 요양병원의
경증환자를 요양시설로 보내자는 것이 핵심이다. 이 같은 주장은 이용자
의 편의보다는 건강보험의 재정악화에 주로 근거를 둔다(이정택, 2017).
요양병원에는 가능한 중증환자만을 두고, 비용이 적게 투입되는 요양시
설로 경증환자를 보내자는 논리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용자 관점에서 두 서비스는 분명하게 구분되지
않는다(이정택, 2017). 일상생활 기능이 매우 떨어져 입소를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있어 두 서비스는 유사한 기능을 제공한다. 특히, 대다수의 노
인은 만성질환을 갖고 있고 건강 수준이 저하되기 때문에 일정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필요로 한다. 즉, 요양과 의료를 모두 필요로 하는 것이다.
돌봄을 필요로 하는 노인들이 두 기관 중 하나를 선택하는 기준은 요
양과 의료라는 기능 때문만이 아니다. 장기요양 시설서비스를 선호하고
입소하는 이용자들에게는 비용도 중요한 기준이다. 돌봄만이 아니라 의
료서비스를 필요로 함에도 비용에 부담을 느껴 요양시설을 이용하는 환
자가 2013년 기준으로 약 30.4%로 추정된 바 있다(김홍수, 2013, 이정택,
2017: 14에서 재인용). 요양병원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장기간 입소하여도
부담이 적다. 다만, 등급판정을 받아야 하고, 지역 내 서비스기관에 자리
가 있어야 한다는 장벽이 있다.
반면, 요양병원을 선호하고 입소하는 이용자들에게는 이용가능성이 중
요한 기준이다. 당장 돌봄을 필요하지만 등급판정을 받을 수 없거나 지
역 내 시설서비스에 자리가 없다면 비용이 더 들더라도 요양병원에 입소
할 수밖에 없다. 요양병원은 장기요양시설보험법이 아닌 의료법에 근거
를 두는 의료기관이기 때문에, 장기요양 등급과는 상관없이 입소 가능하
- 29 -

다. 때문에 장기요양 등급을 받지 못했으나 돌봄이 필요한 경우, 요양병
원으로 대신 입소하는 경우들도 있다.
장기요양 재가서비스는 일상생활이 일정수준 이상 가능하거나 가정에
서의 돌봄을 원하는 이용자들이 주로 이용한다. 주야간보호센터 등을 이
용하기도 하는데, 이 또한 시설입소 대신 가정에서 생활하기 위해 받는
재가서비스이다. 그러나 재가서비스 역시 장기요양등급을 받아야 이용할
수 있다. 등급을 받지 못했으나 여전히 돌봄을 필요로 하는 경우 등급외
자로 분류되는데, 이 중 저소득층이고 독거이거나 노인부부만 거주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대신 지원한다. 그러나 조
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등급을 받지 못하면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찾기는 어렵다.

3) 규제
(1) 가격 규제
요양병원 및 장기요양서비스의 가격은 관할 위원회에서 결정된다. 요
양병원은 다른 의료서비스와 마찬가지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수가
체계 등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장기요양서비스는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장
기요양보험율과 급여비용 등을 심의한다. 장기요양위원회의 경우, 장기요
양기관 또는 의료계 대표자, 근로자단체, 사용자단체, 시민단체, 노인단체
등을 대표하는 자, 중앙행정기관 고위공무원, 장기요양 관련 연구계 대표
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대표들이 위원으로 포함된다(노인장기요양보
험법 제46조제2항). 정부가 일방적으로 가격을 결정하는 체제는 아니지
만, 기관은 대표자를 위원회에 참석시킬 수 있을 뿐 직접적인 가격 결정
권은 제한된다.
요양병원 및 장기요양 시설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일당정액제를 따른다.
의료 처치별로 수가가 다른 행위별 수가제와 달리, 일당정액제를 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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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별로 수가가 정해져있다. 단, 요양병원은 의료필요도가 높을수록, 장
기요양시설은 심신의 기능상태가 낮을수록 높은 수가가 책정된다. 비용
이 많이 드는 이용자를 기관이 거절하는 크림 스키밍(cream-skimming)
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Le Grand & Bartlett, 1993).
<표 2-4> 요양병원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편 방안

현재
변경
요양급여
환자
환자
환자군*
환자군 요양급여
비용**
부담금
비용**
부담금
15,250
의료 1 76,250
의료
80,870
16,170
최고도 2 68,530
최고도
13,700
13,260
의료 12 66,320
의료
12,780
71,680
14,330
고도 3 63,920
고도
59,110
11,820
12,540
의료 12 62,730
12,140
의료
중도 3 60,710
61,530
12,300
중도
58,490
11,690
문제행동군
58,860
11,770
인지장애군
58,040
11,600
의료
12,040
59,470
11,890
의료 1 60,220
경도
경도 2 58,000
11,600
19,140
신체 1 47,870
선택
기능 2 45,760
45,100
18,040
18,300 입원군***
저하군 3 42,390
16,950
출처: 보건복지부(2019.04.30.).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요양병원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편 방안 의결 (보도자료).
* 1등급 인력가산을 받는 기관 기준으로 입원료, 약제, 치료재료 비용이 포함된 1일당
정액수가 (재활치료 등의 비용은 별도)
**선택입원군의 본인부담률은 기존 신체기능저하군의 본인부담률인 40%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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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2019년 장기요양서비스 급여비 및 월 이용한도액
시설서비스 (1일 급여비)
노인요양시설
공동생활가정
6만9150원
6만590원
6만4170원
5만6220원

재가서비스
(월 이용한도액)
1등급
145만6400원
2등급
129만4600원
3등급
124만700원
4등급
114만2400원
5만9170원
5만1820원
5등급
98만800원
인지지원등급
55만1800원
*시설서비스는 1~2등급만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임. 3등급 이하에서 이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신청과 승인이 필요함
출처: 보건복지부(2018)

입소시설들과 달리 재가서비스는 시간당 급여비가 정해져있다. 다른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높은 등급일수록, 즉 심신의 기능상태가 미약할수
록 급여비가 높다. 예를 들어, 2019년 방문요양 서비스의 급여비는 가장
낮은 등급의 경우 시간당 14,120원으로, 가장 높은 등급의 경우 53,940원
이다.
단, 재가서비스는 월 한도액으로 인해 이용시간이 제한된다. 1등급의
월 한도액은 145만 6400원이므로, 방문요양 서비스만 이용한다면 월 최
대 27시간 이용할 수 있다. 가장 낮은 등급도 월 한도액이 55만 1800원
에 시간당 14,120원이므로 약 39시간만 이용가능하다. 또한, 이용가능한
일수도 제한된다. 1등급만 31일 이용가능하며, 5등급은 21일만 이용할 수
있다.

(2) 진입 규제
장기요양시설은 지정제이지만, 시설 및 인력조건을 충족하면 설립이
비교적 쉬운 편이기 때문에 사실상 신고제에 가깝다는 평가를 받는다(보
건복지부, 2017.01.09.). 이는 노인복지시설 공급을 시장 원리를 통해 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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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게 늘리고자 한 정책의 일환이었다(석재은, 2010). 장기요양기관의 설
립 및 신고는 노인복지법규정에 따른다(보건복지부, 2018). 노인요양시설
을 설립하려면 법률 규정에 따라 시설을 갖춘 후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제22조). 즉, 법률에서 요
구하는 조건을 갖춘 한, 신고를 통해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다. 시설 운
영의 지도 및 감독을 담당하는 주체는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이다.
재가서비스 기관도 마찬가지로 조건을 갖춘 후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
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 설립한다. 신고관청은 운영기준 준수 여부
를 관리, 감독한다.
요양병원은 병원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설립 조건이 장기요양시설보다
까다롭다. 의사, 국가, 지자체, 의료법인 등만이 개설할 수 있다(의료법
제33조 2항). 원칙적으로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일명 ‘사무장병원’은 개설
이 금지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인 또는 비영리법인 명의로 형식상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실질적인 운영은 비의료인이 담당하는 식으로 운영
되는 사례가 존재한다(보건복지부, 2017). 해당 사례는 적발 시 개설허가
취소, 급여비용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한다. 장기요양시설과 달리 요양병원
은 개설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때 주무관청은 관할 시·도이다.
장기요양기관 및 요양병원의 지정 혹은 허가 절차와 기준은 다음과
같다.3) 먼저, 장기요양기관은 일정한 시설 및 인력기준을 충족하여 지정
또는 허가 신청을 하며4), 시·군·구청이 서류를 검토하고 현장 확인 점검
을 한 후 기준 충족 시 지정 또는 신고수리를 한다.
시설급여 기관의 경우, 유형별로 시설 기준이 다소 다르다. 입소자 30
명 이상의 노인요양시설은 침실, 사무실, 요양보호사실, 자원봉사자실, 의
료 및 간호사실, 물리(작업)치료실, 프로그램실, 식당 및 조리실, 비상재
3) 이하 내용은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한 2019년 의료기관 개설 및 의료법인 설립 운
영 편람 및 2019년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를 따른다.
4) 기존 노인복지시설 등이 장기요양기관으로 전환하고자 할 때는 지정 신청을 하
며, 신규 설립을 하는 경우에는 설치신고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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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대비시설, 화장실, 세면장 및 목욕실, 세탁장 및 세탁물 건조장5)을 각
각 갖추어야 한다. 입소자 30명 미만의 노인요양시설이나 노인요양공동
생활가정은 다소 기준이 완화되어, 한 공간에서 여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단,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을 두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치매전담실은 침실과 공동거실로 구성되며, 공동거실에는
화장실, 오물처리, 세면 및 간이욕실, 간이주방, 식사공간, 간이세탁 및
수납공간이 있어야 한다.
<표 2-6> 2019년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시설 기준)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
시설별 입소자 30명 이상 입소자 30명 미만 공동생활가정
구분
10명 이상
침실
○
○
○
사무실
○
○
○
요양보호사실
○
○
자원봉사자실
○
○
의료 및 간호사실
○
○
물리(작업)치료실
○
○
○
프로그램실
○
○
식당 및 조리실
○
○
○
비상 재해 대비시설
○
○
○
화장실
○
○
세면장 및 목욕실
○
○
○
세탁장 및 세탁물 건조장
○
출처: 보건복지부(2019: 280) 참고하여 저자 재구성

인력 배치 기준의 경우, 입소자 30명 이상인 노인요양시설은 시설장,
사회복지사, (촉탁)의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요양
보호사, 조리원, 위생원이 최소 1인 이상 있어야 한다. 입소자가 많아질
수록 더 많은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입소자 30명 미만 노인요양시설 및
5)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 세탁장 및 세탁물건조장을 두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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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인력기준은 이보다 완화된다.
<표 2-7> 2019년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인력배치 기준)

시설별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
입소자
30명
미만
공동생활가정
입소자 30명 이상
직종별
10명 이상
시설장
1명
1명
사무국장
1명(*)
1명
1명
사회복지사
1명(*)
의사(촉탁)의사
1명 이상
1명
간호(조무)사
입소자 25명당 1명
1명
물리치료사 또는
1명
1명(*)
작업치료사
3명당 1명
입소자 2.5명당 1명
입소자 2.5명당 입소자
요양보호사
(치매
전담실은
(치매 전담실은 2명당 1명)
1명
2명당 1명)
사무원
1명 (입소자 50명 이상 시)
영양사
1명 (1회급식 인원 50명 이상 시)
조리원
입소자 25명당 1명
1명
1명
위생원 (입소자 100명 초과 시마다 1명 추가)
1명
관리인
(입소자 50명 이상 시)
*인력기준(*) 상세요건
1. 사무국장은 입소자 50명 이상인 경우에 한해서 배치(50명 미만시설 배치 불요)
2.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는 기본 1명 배치하고, 입소자 100명 초과시마다 1명 추가
3. 1회 급식인원이 50명 이상인 경우, 영양사 및 조리사 배치 의무
4. 급식 위탁 시 영양사 및 조리원을 두지 않을 수 있음
출처: 보건복지부(2019: 282) 참고하여 저자 재구성

장기요양 재가서비스기관의 설립요건은 유형별로 다르긴 하나 대체적
으로 시설서비스 기관보다 단순하다. 대표적인 재가서비스인 방문요양
서비스 기관의 경우, 시설은 사무실 및 기타 필수적인 집기만 갖추면 된
다. 재가서비스는 서비스 특성 상 인력 기준이 보다 중요하다. 관리책임
자 1인은 사회복지사 또는 의료인이거나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갖춘 요
양보호사여야 하며 상근직이다. 수급자 15명 이상인 경우 사회복지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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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을 갖추어야 한다. 요양보호사는 15명 이상이어야 하지만 농어촌은 5
명 이상이어도 가능하다. 요양보호사 인력은 시간제 근로자도 1인으로
계산하며 모든 종사자는 근로기준법을 따른다.
요양병원의 허가 기준은 다음과 같다. 먼저, 요양병원은 의료인(의사,
한의사) 또는 의료법인, 국가 또는 지자체 등이 설립 신청을 할 수 있
다.6) 의료법인7)은 의료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의료법의 일부 규
정을 제외하면 기본적으로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의료
법 제50조). 의료법인 등을 제외한 주체가 요양병원을 설립하는 것은 금
지되어있으나, 형식상 의료기관을 개설한 후 비의료인이 실질적으로 병
원을 운영하는 사무장병원8)이 많다. 사무장병원으로 고발되면 즉시 요양
급여비가 정지되며, 확정 시 급여비가 환수될 수 있다. 이에 대해 의료계
는 보건복지부의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며, 적발 시에도 급여비 정지
대신 설립허가취소로 규제해야한다고 주장한다(청년의사, 2019.06.29.).
자격을 갖춘 주체는 인력 및 시설기준을 충족하여 개설 허가를 신청
할 수 있다. 병원급 의료기관이므로 시·도청에 개설허가를 신청하며, 기
준 충족 시 허가증을 교부한다.
요양병원은 3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 외 갖추어야 할
시설은 의료기관이지만 장기요양시설과 크게 다르지 않다. 격리병실을
6) 1973년 의료법 개정 이후, 의료인은 의원급 의료기관을, 의료법인은 병원급 의료
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 비영리법인은 정관상 의료기관 개설 및 운영에 대한 근
거가 명확하지 않으면 허가를 받기 어렵다.
7) 의료법인 설립허가는 시도지사의 재량을 따른다. 현재로서는 지자체마다 조례 또
는 내부지침을 통해 부채비율, 최소재산 등을 허가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지역 의료수요 및 공급 등도 기준에 넣어야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제
기되고 있다(메디컬옵저버, 2019.01.23.).
8) 보건복지부(2019)는 개설자가 자주 변경되는 사례, 동일 장소에 개폐업을 반복하
는 사례, 비의료인의 의료행위 관여 등에 대해 민원이 빈번한 사례, 개설의사 변
경에도 불구하고 직원(사무장)이 계속 근무하는 사례 등을 사무장병원 의심사례
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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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한다면, 그 외 의료시설은 관련 진료과목이 없거나 외부 업체에 위
탁 시 갖추지 않아도 된다.9)
<표 2-8> 요양병원 시설 기준 (요약)

시설종류
시설기준
입원실
30명 이상 수용가능한 입원실
격리병실
300병상 이상 요양병원은 1개 이상 설치 의무(1인실 원칙)
응급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지정받은 경우에만 갖춤
임상검사실
관련 치과 진료과목이 있는 경우에만 갖춤
방사선장치
관련 치과 진료과목이 있는 경우에만 갖춤
한방요법실
관련 한의과 진료과목이 있는 경우에만 갖춤
조제실
조제실을 두는 경우에만 갖춤
탕전실
관련 한의과 진료과목을 두고 탕전을 하는 경우에만 갖춤
급식시설
외부 용역업체에 급식을 맡기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세탁물 처리시설 세탁물 전략을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갖추지 않아도 됨
적출물 처리시설 적출물 전량을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음
(필수) 식당, 휴게실, 욕실, 화장실, 복도 및 계단과 엘리베이터
그 밖의 시설
(2층 이상)
(선택) 장례식장
출처: 보건복지부(2019: 25-26) 재정리

단, 인력 조건은 더욱 까다롭다. 촉탁의가 1인만 있어도 가능한 장기
요양시설과 달리, 요양병원은 연평균 1일 입원환자 40명마다 1명의 의사
가 있어야 한다. 장기요양시설에서 간호(조무)사는 입소자 25명 당 1인
을 갖추면 되지만, 요양병원에서는 입원환자 6명마다 1인이 있어야 한다.
또한, 약사 또는 한약사가 1인 이상 있어야 한다. 다만, 장기요양시설에
서 요양보호사는 입소자 2.5명 당 1인이 필요하지만 요양병원은 요양보
호사를 필수로 배치할 필요가 없다.

9) 시설 항목은 큰 차이가 없으나, 병상 간격 등 세부적인 조건은 요양병원이 더 까
다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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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표 2-9> 요양병원 의료인 및 의료인 이외 인원 기준 (요약)

하위 분류
의사

정원 기준
연평균 1일 입원환자 40명마다 1명을
기준으로 함(한의사를 포함하여 환산함). 외래환자 3명은 입
원환자 1명으로 환산함
추가하는 진료과목당 1명(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치과 진료
치과의사
과목을 설치하는 경우)
의료인
연평균 1일 입원환자 40명마다 1명을 기준으로 함
한의사
(의사를 포함하여 환산함). 외래환자3명은 입원환자 1명으로
환산함
연평균 1일 입원환자 6명마다 1명을 기준으로 함
간호사
(다만, 간호조무사는 간호사 정원의 3분의 2 범위 내에서 둘
수 있음). 외래환자 12명은 입원환자 1명으로 환산함
약사 또는 한약 1인 이상. 다만, 200병상 이하의 경우에는 주당 16시간 이상
의 시간제 근무 약사 또는 한약사를 둘 수 있다.
의 료 인 사영양사
1인 이상
이외 의료기사
각 진료과목별로 필요한 수만큼 배치
당직근무자
시설 안전관리 담당하는 당직근무자 1명 이상
출처: 보건복지부(2019: 43-44) 재정리

장기요양서비스 기관과 달리 요양병원은 별도의 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의료법 제58조에 근거한 기관으로,
일정 기준을 충족한 의료기관에 4년간 유효한 인증마크를 부여하는 기관
이다. 일반 의료기관은 자율적으로 인증을 신청할 수 있으나, 요양병원
및 정신병원은 환자 및 가족이 서비스의 질을 파악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기 때문에 2013년부터 환자 권익 보호를 위하여 인증을 반드시 신청하
도록 하고 있다. 2019년 12월 4일 현재, 전체 1,305곳의 요양병원 중 조
건부인증기관은 3곳(0.2%), 불인증기관은 125곳(9.6%)이다(의료기관평가
인증원, 2019).
요양병원 및 장기요양서비스 모두 정해진 공급량에 의한 진입 규제는
현재 없다. 어느 지역에 이미 수요보다 많은 기관이 존재한다고 해서, 기
준을 충족한 기관의 신설을 막을 수는 없다. 그러나 과잉공급이 문제로
지목되면서, 병상수 총량제 등의 공급량 규제가 도입되어야 한다는 주장
도 일부 제기된다(메디게이트,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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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품질 규제
장기요양서비스의 품질을 관리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는 크게 품질 평
가와 규제조치로 구분될 수 있다(최재성·이상우, 2014). 요양병원의 품질
규제도 큰 맥락에서는 유사하다. 기준에 미달 시 진입을 제한하는 성격
의 진입규제도 넓은 의미로는 품질 규제로도 볼 수 있다.
먼저, 평가의 경우 요양병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장기요양서비스
는 건강보험공단이 2년 혹은 3년 주기로 품질 평가를 실시한다. 서비스
품질의 다양한 차원을 지표화하고 점수를 부여하며, 최종적으로 5단계로
구성된 등급을 부여한다. 평가 자료가 미비한 등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
등급 제외, 평가 제외 등으로 분류한다.
등급 및 주요 평가 결과는 각 기관의 홈페이지에 공시한다. 요양병원
의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공개되는 정보는 평가등급, 구조부문(의
료인력, 필요인력), 진료부문(신체영역, 인지영역, 배뇨영역, 피부영역, 질
환영역, 영양관리영역)으로 나뉜다. 적정성 평가 항목 중 모니터링 부문
을 제외한 지표들의 실제 값들이 공개되고 있다.10) 이에 더하여, 전체 평
균, 우수병원의 값과 해당 병원의 값을 그래프로 제시하고 있어 비교하
기 쉽다. 각 병원이 개원 이후 받은 평가 결과들을 모두 공개하고 있
다.11) 비록 자료의 부존재 등으로 인해 홈페이지에 공시되지 않은 지표
값들도 상당수 있으나, 과거 자료도 공개한다는 점, 평가 원자료를 공개
한다는 점, 평균 및 우수병원과의 비교분석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평가정보가 공개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장기요양서비스 기관의 평가결과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노인장기요양
보험 페이지에 공개된다. 평가등급 및 대분류 영역의 점수까지 공개되며,
10) 예를 들어, 신체영역의 경우 ‘일상생활수행능력 감퇴환자 분율(%)’, ‘방밖으로 나
오기 악화 환자분율(%)’ 값이 그대로 공개된다.
11) 홈페이지에 공개된 가장 과거 자료의 시점은 2008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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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분류 이하의 값은 공개되지 않는다. 전체 평균을 제시하여, 해당 기관
의 수준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홈페이지에는 가장 최근의 평가
결과만을 공개하고 있으며, 과거 결과는 별도의 정보공개청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 과거 평가결과가 홈페이지에 공시되지 않는 점, 지표의 원
자료 값이 아닌 평가점수만 공개된다는 점, 대분류 점수까지만 공개된다
는 점에서 요양병원에 비해 정보공개 수준이 다소 제한적이라고 볼 수
있다.
<표 2-10> 장기요양기관 평가지표

대분류
중분류
기관운영
기관 관리, 인적자원관리, 자원 활용
환경 및 안전
시설 및 설비관리, 위생 및 감염관리, 안전관리
수급자권리보장
수급자 권리, 수급자 존엄성
급여제공과정
급여개시, 급여계획, 급여제공
급여제공결과
수급자 상태, 만족도 평가
출처: 국민건강보험(2019a)
*대분류 가중치 및 소분류(문항)는 급여유형마다 다름. 예를 들어, 노인요양시설은 평가지
표는 총 48개 문항으로 구성됨. 가장 문항이 많은 급여유형은 2017년 기준으로 주야간보호
(59문항)임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주체는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군·구청장으
로, 개설 허가 취소 또는 폐쇄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실질적으로
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진료비 심사, 의료 질 평가 등을 통해 관리를
한다.
요양병원과 노인장기요양시설 모두 주무관청이 절차마다 복잡하게 얽
혀있다.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노인
장기요양보험공단 등이 모두 주무관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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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주체
주요기능

<표 2-11>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질 관리체계 (품질 규제)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국민건강보험공단
근거 법, 지침, 기준
조사
평가
마련
시설에 대한 제보 및
특징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특정사항이 발견될 모든 시설에 대한 평가
총괄
경우에 현지조사
지정취소
결과활용 현지조사와적용시설평가에 과징금등부과,
인센티브 제공
행정처분
2년에 한번
빈도
비정기적
비정기적
(2015년 이후 3년에
한번)
자료: 이보라(2016: 38) (원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출자료, 2015)

장기요양서비스의 경우 지방정부가 상시 관리감독 의무, 즉 품질 규제
를 집행할 의무를 지닌다. 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하는 정기평가는 2~3년의
공백이 있고, 기관의 수가 많아 단일 기관이 이를 관리감독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지방정부는 해당 지역 내의 기관들의 현황을 상시적으로, 가
까이에서 관리감독할 수 있고 지역 주민의 민원을 들을 수 있는 가능성
이 크기 때문에 유리할 수 있다. 법적으로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시·
도 및 시·군·구의 장에게 시정명령, 지정취소, 업무정지 명령, 과징금 부
과, 위반사실 공표 등 규제 권한을 규정하고 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6조의2, 제37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지자체에서 지도감독을 통해 관할 지역 내
운영실태를 충분히 파악하고 있지 못한 사례가 많다(서선영, 2017). 이미
수많은 업무를 수행 중인 지자체로서는 장기요양서비스와 평가에 대한
전문성을 지닌 공무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상시 지도감독을 하기가 어렵
다. 결국 급여 및 평가 자료를 보유한 건강보험공단이 주도적으로 규제
집행을 하는 형태가 되기 쉽다.
품질이 낮다고 해서 공식적인 패널티가 있는 것도 아니다. 불법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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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서는 지정 취소 등 행정 처분이 가능하다. 현재까지는 주기적으
로 실시하는 평가에서 연속으로 최하등급을 받아도 해당 기관을 퇴출시
킬 법적 근거가 없었다. 그러나 시장원리에 의해 해당 기관들이 자연스
럽게 퇴출되지 않고 서비스 품질 악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연속 최하등급을 받는 기관을 퇴출시키는 정책을 준비 중이며, 6년마다
지정 갱신을 신청해야 하는 지정갱신제가 오는 12월부터 도입된다(한겨
레, 2019).
한편, 요양병원의 상시 지도감독 권한은 지자체와 보건복지부에 나뉘
어있다. 급여기관인 요양병원으로 하여금 필요 사항을 보고하도록 명하
거나 소속 공무원의 검사를 받도록 할 권한은 보건복지부,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이 모두 갖고 있다(의료법 제61조). 시정명령, 개설 허가 취
소, 면허 취소와 재교부, 자격정지, 과징금 처분과 같은 행정처분은 보건
복지부 장관 또는 시·군·구청장이 모두 실시할 수 있다(의료법 제63조,
제64조, 제65조, 제66조, 제67조).
그러나 정책 집행 현장에서는 업무 간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역할이
나뉘어있다.12) 관할 지역 내 요양병원에 대한 신고 또는 민원이 접수되
었을 때 이에 대응하는 역할은 주로 지자체 보건소가 담당한다. 서면 또
는 전화로 다양한 민원들이 접수되며, 각 건에 대해 보건소는 해당 요양
병원을 방문하거나 전화통화 등을 하여 문제상황을 확인하고 병원 측의
입장을 확인한 후 문제를 해결 또는 조율한 후 민원인에 결과를 전달한
다. 상당히 많은 민원들이 접수되기 때문에 모든 민원 처리 과정과 결과
를 서류로 기록하지는 않지만, 거의 모든 건에 대응하며 반드시 민원인
에 결과를 전달해야 한다. 문제상황이 행정처분을 요하는 경우에는 지자
체에서 처리한다. 이 외에 요양병원 현장을 방문하는 정기조사도 실시한
다. 그러나 부당청구 의심기관 등에 대한 불시 현지조사는 건강보험공단
12) 아래 내용은 본 연구에서 요양병원 관리감독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보건소 담당자가 정책 현장에 대해 전한 설명 중 공통된 내용
을 토대로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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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실시하며, 이때 조사 일정 등은 병원은 물론 지자체 보건소에도 미
리 알리지 않는다.
장기요양기관과 마찬가지로, 불법적인 행위로 인해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를 제외하면 서비스 품질이 낮은 요양병원을 퇴출시키는 정책은 현
재 마련되어있지 않다. 저품질 기관의 퇴출은 시장의 원리에 맡겨져 있
다.
위 논의 중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표 2-12> 노인 장기의료 및 요양서비스 유형별 특성(1)

상시 장기요양 장소
유형
평가주체 관리감독
이용자유형
등급
요양 심사평가원 지자체 불필요
기능 미약 및
입소 심신의료
병원
의무 없음
필요
시설
지자체 필요
심신 기능
입소
서비스 건강보험공단 의무
미약(1-2등급)
심신 기능
재가 건강보험공단 지자체 필요
가정 / 미약~일상생활
기능
서비스
의무
주야간보호
일부 가능

<그림 2-3> 노인 장기의료 및 요양서비스 유형별 특성(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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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장화의 영향과 정책에 대한 비판과 논의
노인 장기의료 및 요양서비스의 시장화가 본격적으로 도입된 이후, 우
려했던 것보다는 연착륙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기도 하였다(석재은,
2010). 그러나 예측하지 못한, 혹은 예상 이상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는 비판도 제기된다. 주로 제기되는 문제는 형평성의 약화, 과잉공급과
과잉경쟁으로 인한 서비스 질 악화, 공공성의 약화 등이다.

1) 형평성 약화
형평성 약화는 서비스 시장화의 대표적인 부작용이다(석재은, 2009;
전보영 외, 2012). 시장경제는 가격을 매개로 수요와 공급이 일치되어 사
회적으로 효율을 달성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로 인해 저소득층은 가격
이 낮은 저품질 제품과 서비스만 이용해야 한다는 불평등 문제가 발생한
다.
돌봄은 일반적인 재화와 다르게 인간의 기본권과 밀접하게 연관되며,
돌봄대상자 뿐만 아니라 가족 구성원 모두의 삶의 질에도 큰 영향을 미
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필요 시 적절한 돌봄서비스에 접근하여 이용할
권리를 평등하게 갖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Mooney et al., 1991). 때문에
돌봄서비스 영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평등을 최소화하는 것은 중요한
정책목표이기도 하다.
형평성의 악화는 다양한 측면에서 발생할 수 있다. 대표적인 것이 위
에서 언급한 소득불평등이다. 소득이 적을수록 질이 낮은 서비스만을 이
용해야하거나 혹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없다면 불평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한국에서는 노인 장기의료 및 요양서비스 및 의료서비스 이
용의 형평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수가제를 실시하고
있다. 특정 서비스 당 가격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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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가격으로 일정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는 형평성을 확보하
기 위해 시장원리를 제한한 조치로 볼 수 있다.
한편, 서비스 공급에 시장화 도입 시 불평등이 발생하기 쉬우면서 해
소하기가 어려운 차원은 지역 불평등이다(석재은, 2009). 특정 지역에 거
주한다는 이유로 필요시 적절한 서비스에 접근하지 못하는 것을 지역불
평등이라 한다.
지역 불평등은 지역 간 공급량과 질이 달라 발생하는데, 이는 지역이
곧 시장임을 감안한다면 자연스러운 현상으로도 볼 수 있다. 돌봄서비스
는 특성 상 한정된 지리적 영역 내에서 공급과 이용이 가능하다. 사람이
제공하는 면대면 휴먼서비스(face-to-face human service)이고, 일상생활
기능이 현저히 떨어져 타 지역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러 가기 힘든 노인이
수요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요자와 공급자가 일정한 지리적 영역 내
에서 거래를 하며, 이에 따라 해당 영역이 곧 시장이 된다.
시장원리에 따른다면 공급을 늘리면서 동시에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
하는 것은 동시에 추구하기 어려운 목표이며(Som, 2009), 지역 불평등을
강화시킬 수 있다. 지역 내 서비스들의 전반적인 질을 향상시키려면 질
이 낮은 서비스들은 시장원리에 의해 퇴출되어야 한다. 그래야 평균적인
질도 향상되고 공급과잉도 해소된다. 문제는 공급량과 질이 지역적으로
불균형인 경우이다. 퇴출 메커니즘으로 인해 불균형이 더욱 심해지면 동
일한 필요에 동일한 접근성이라는 가치를 보장하기 어렵다(Konetzka &
Werner, 2009).
접근성의 측면에서 노인 장기의료 및 요양서비스의 지역간 형평성을
분석한 연구들이 다수 수행되었다(맹진영, 2017; 이연숙, 2018; 이재완
외, 2013). 이는 장기요양보험이 도입될 때부터 지역별로 공급이 불균형
할 것이라는 우려를 받아왔으며, 공급이 급속히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별 불균형으로 인해 서비스 접근성이 제약되고 있기 때문이다(이윤
경, 2010; 이미진, 2017). 특정 지역에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하거나, 필
요함에도 이용하지 않는 주민이 많다면 접근성에 제약이 있다고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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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기존 연구들의 목적은 주로 대도시, 중소도시, 농촌에서 수요 대비 공
급이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었다. 서비스 전체로
보았을 때 수요 대비 공급 수준은 어느 지역에서나 대체로 형평성을 충
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맹진영, 2017; 이연숙, 2018). 그러나 서비스의
유형별로 살폈을 때는 형평성이 다르게 나타났다. 공통적으로, 시설서비
스 공급은 농촌에서 형평하게, 즉 수요 대비 공급이 충분하게 나타났으
며, 반대로 대도시에서는 비형평하였다(맹진영, 2017; 이연숙, 2018). 재
가서비스는 이와 달리 대도시에서 형평하게, 농촌에서 비형평하게 나타
났다(맹진영, 2017; 이연숙, 2018). 이재완 외(2013)의 연구는 수요 대비
인프라 충족률에 주목하여 과잉수요, 과잉공급 기준에 따라 지역들을 유
형화하였다. 정책적으로 개입하기 용이한 유형을 제시하였으나, 각 유형
별 지역들을 보았을 때 공통적인 특성을 발견할 수는 없었다.
노인 장기의료 및 요양서비스의 지역 분포 연구들은 주로 서비스 공
급량에 초점을 두고 있는 반면, 질에 대한 연구는 거의 수행되지 않았다.
예외적으로 2016년에 수행된 이보라(2016)의 연구는 장기요양시설 공급
에 지역간 편차가 존재함을 밝혔다. 장기요양시설의 경우 등급이 높은
시설, 즉 서비스의 질이 높은 시설들은 대도시에 밀집되어있다(이보라,
2016). 한국에서 장기요양시설은 규모가 클수록 상대적으로 높은 서비스
등급을 받기 용이하다(이보라, 2016). A등급에는 30인 이상 입소가 가능
한 1군 대규모 시설들이 가장 많았으며, 최하위인 E등급에는 10인 미만
입소 가능한 3군 시설인 노인공동생활가정이 가장 많았다. 그러나 같은
규모이더라도 지역에 따른 편차는 있다. 대도시와 달리 농촌의 1군 대규
모 시설들은 상대적으로 등급이 낮았다(이보라, 2016).
형평성의 수준을 측정한 연구는 다수 있으나, 그 원인에 초점을 둔 연
구는 드물다. 그 중에서 정은영 외(2014)의 연구는 장기요양시설과 요양
병원의 지역 분포 특성을 분석하고 인구사회학적 특성이 이에 미치는 영
향을 분석한 연구로, 원인에 보다 초점을 두고 있다. 분석 결과, 지역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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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 수준인 일인당 자동차 수와 사업체수가 많을수록, 수요 요인인 노인
인구가 많을수록 지역 내 요양병원의 수가 많았다. 요양시설의 수는 일
인당 자동차수, 노인인구의 수와 유의한 관계를 보였다. 지역 소득 수준
과 노인인구의 수가 시설 공급량에 미치는 영향력은 지역마다 다르게 나
타났다. 요양병원의 공급에 미치는 영향력의 경우, 대체로 수도권을 포함
한 중부지방에 가까울수록 지역 소득의 영향력이 컸으며, 남부지방에 가
까울수록 수요의 영향력이 더 컸다. 요양시설의 경우에는 지역 소득과
수요 모두 수도권에 가까울수록 더 큰 영향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
다.

2) 과잉공급과 과잉경쟁
한국에서 노인 장기의료 및 요양서비스 시장화 이후 가장 빈번하게
제기되는 문제점은 과잉공급이다(동아일보, 2011.07.04.; 석재은, 2010; 유
재언, 2015; 이진숙·박진화, 2011). 수요 대비 과잉공급이라는 진단은 다
양한 연구와 언론보도 등에 의해 제기되고 있다. 정부 표준모형에 비해
실제 시설 당 이용자 수가 매우 적다는 점(이진숙·박진화, 2011), OECD
타 국가들에 비해 병상수가 지나치게 많다는 점 등이 증거로 제시된다.
과잉공급은 경쟁을 과열시키고 이로 인해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주장이 학계와 현장 모두에서 제기된다. 수요에 비해 공급이 매우 많은
과열 경쟁 속에서 기관들은 살아남기 위해 불법행위 혹은 서비스 질 저
하를 시도한다. 수입 측면에서, 기관들은 더 많은 이용자를 유치하기 위
해 본인부담금을 할인13)해주거나 급여를 부당청구하는 불법행위를 시도
한다. 그러나 본인부담금 할인이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근절되기 어려운
이유는 소비자의 입장에서도 유리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러한 할인으로 인한 손해를 상쇄하기 위해 기관이 비용을
13) 본인부담금 할인 혹은 면제도 불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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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하게 절감하려 한다는 것이다. 주로 요양보호사 인건비를 축소시키
거나 한 요양보호사 당 지나치게 많은 이용자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비용
을 절감하려 한다(서소혜·박화옥, 2012). 기관의 운영, 관리 측면에서 지
나치게 낮은 인건비와 열악한 업무환경으로 인해 요양보호사들의 이직률
이 높고, 전문성이 높은 요양보호사 대신 경력이 짧은 신입들을 중심으
로 인력을 배치하게 된다. 결국 요양보호사 1인당 배치되는 이용자 수가
매우 많으면 세심한 돌봄을 제공할 수 없고, 심한 경우 방임에 이르게
되며 이는 서비스 질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과잉공급을 해소해야 한다는 논의는 오랜 기간 지속되었고 다양한 방
법들이 제시되었다. 가장 직접적인 방안으로 제기된 것은 지역별 병상총
량제이다. 2018년 보건복지부는 국정감사에서 일반 병원을 대상으로 지
역별 병상총량제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하였다(메디게이트,
2018). 지역별 병상총량제가 도입되면 보건복지부 장관의 병상 공급 및
배치에 관한 시책과 각 시도지사의 관리계획 간 협의를 거쳐야한다. 이
를 통해 특정 시도에 병상이 과잉공급되는 현상을 제한하려는 것이다.
또한, 최근에는 요양병원의 일당정액수가제를 개편하는 정책이 의결되
었다(보건복지부, 2019.04.30.). 의료최고도 및 고도 상태의 환자의 수가를
기존 대비 약 10~15%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는 과잉공급에 대
한 정책은 아니지만, 의학적 입원 필요성이 높은 환자군에 대한 수가를
높여 과도한 할인 혹은 부당청구 유인을 줄이려는 조치이다. 과잉경쟁의
부작용을 줄이려는 조치로 볼 수 있다. 요양병원의 치료는 비교적 정형
화되어있고 장기간에 걸쳐 제공되기 때문에 입원 1일당 정해진 수가, 즉
일당정액수가를 기본으로 운영된다(보건복지부, 2019). 서비스 질이 어떠
하던 받을 수 있는 수가가 같고, 별도로 판매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가
거의 없기 때문에 비용을 줄이고 서비스 품질을 낮추려는 유인이 크다.
따라서 불법으로 수익을 내려하거나 비용을 과도하게 절감하게 하지 않
도록 일당정액수가제의 단가를 높여준 것이다.
장기요양서비스에서도 비슷한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소요되는 비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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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가 현실적으로 반영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소규모 시설은
수가와 원가가 거의 차이가 나지 않아 적자를 보기 쉬운 구조이므로, 소
규모 시설의 규모를 적정수준으로 유도하고 수가도 현실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하현선, 2015).
현재 노인 장기의료 및 요양서비스가 전반적으로 과잉공급 상태이며
이로 인해 과열경쟁의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과
잉공급이 시장화로 인해 발생하였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노인 장기의료 및 요양서비스가 과잉공급이 된 원인을 ‘진입장벽을 낮
춰 영리기관을 포함한 다양한 주체들이 공급에 참여하게 하는 시장화’에
서 찾는 주장이 제기되어왔으나 이는 과잉공급 원인의 일면만을 지적하
는 것이다. 진입장벽을 낮춤으로써 신규 공급자 유입이 증가한 것은 맞
지만, 시장원리대로라면 수익을 내지 못하는 업체들은 시장에서 퇴출되
면서 공급량이 수요량에 맞게 감소해야 한다. 더구나 영리기관이라면 수
익이 나지 않으면서 기관을 유지할 이유가 없다. 폐업 기관이 많다는 점
이 문제현상으로 제기되기도 하는데, 이는 시장원리가 작동 중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논리로 본다면, 오히려 시장원리가 충분히 작동
하고 있지 않아 충분한 기관이 폐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과잉공급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 과잉공급으로 인한 과열경쟁과 이로 인한 부작용들도 다른 관
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방편으로 부당청구
와 같은 불법행위, 혹은 요양보호사의 무리한 노동 요구 등의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다르게 생각한다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
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그것이 이러한 부작용으로 나타
난다고 볼 수 있다. 즉, 부당청구와 요양보호사의 과잉 노동이 가능하다
면 비용을 절감하고 수입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고, 폐업해야할 기관들이 폐업하지 않고 생존하는 것이다. 실제로
일부 기관을 대상으로 한 현지조사에서 수년간 70~83%에 이르는 기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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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당청구를 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는 적발되지 않은 부당청구 규
모도 상당할 것임을 암시한다.
<표 2-13>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금액
시기
현지조사 기관수
‘17.10.31. 기준
748 (100%)
2016년
1,071 (100%)
2015년
1,028 (100%)
2014년
921 (100%)
2013년
767 (100%)
출처: 서선영(2017: 16)
원자료: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2017.12.

부당기관수
621 (83%)
760 (83%)
774 (75%)
665 (72%)
537 (70%)

(단위: 개소, %, 백만원)
부당금액
12,425
23,604
23,501
17,832
11,238

부당청구 및 요양보호사 인건비 기준 이하 삭감은 엄연히 불법이며,
요양보호사 당 담당환자수도 감독 대상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규제와
통제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기관으로서는 서비스 품질 향상
보다 확실한 생존 방안으로 이러한 방법들을 검토하게 된다.
또한, 일당정액수가라는 방식도 기관들로 하여금 폐업하지 않고 버티
려는 유인이 된다. 이용자를 유치하는 경쟁이 치열하다고 하지만, 다른
관점에서 보면 이용자를 유치하기만 하면 수익이 보장된다. 일반 시장에
서 기업들은 고객을 유치한다고 해서 수익이 보장되지 않는다. 경쟁사와
의 가격 경쟁, 서비스 품질 경쟁, 그 외 통제불가능한 변수들의 위험 등
을 안고 경영을 한다. 그에 비해 노인 장기의료 및 요양서비스 기관들은
이용자를 확보하고 서비스 품질이 일정 이상, 즉 강제폐업을 명령 받을
정도만 아니라면 정부로부터 수가에 따라 급여가 나온다.
현재의 제도적 상황에서 수가를 현실화하는 것, 즉 상승시키는 것은
서비스 품질이 낮은 기관들이 폐업하지 않고 유지할 수 있게 할 가능성
이 높다. 서비스 단위당 이윤이 늘어나기 때문에 소규모 시설도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지 않고도 작은 규모를 유지할 수 있고, 여전히 소규모 시
설들이 새로 진입할 수 있다. 즉, 수가를 올리는 것과 시설을 적정규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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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하는 것은 상반된 정책 대안이다. 비록 기관 현장에서 비용이 비현
실적이더라도, 수가 조정이 원하는 정책 효과를 가져올 것인지 먼저 고
민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한다면, 과잉공급과 과열경쟁, 그로 인한 부작용들
은 시장화 때문만으로 볼 수는 없다. 오히려 시장화를 완전하게 구현할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으로 나타난다고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과잉공급이라는 문제에 단순하게 공급량을 정하여 제한하는 방식을 적용
하는 것은 시장원리에서 더 벗어나 정책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나타나는 과잉공급, 과열경쟁으로 인한 부작용들이 모두
시장화에서 비롯되었다는 관점에서 벗어나, 다른 요인의 가능성을 함께
살필 필요가 있다. 이러한 현상들은 정책 현실이 시장화 이론에서 가정
하는 바와 다르게 때문에, 즉 준시장이기 때문에 발생한다. 무조건 시장
화의 모든 요소를 약화시키기보다 긍정적 효과는 극대화하고 부작용은
최소화시킬 수 있는 요인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과열경쟁으로 인해 서비스 질이 실제로 악화되고 있는지에 대해
서도 보다 실증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2018년 국민건강보험공
단의 조사에 의하면 전반적인 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 이용자의 만족도는
86.9%였고, 방문요양 만족도는 93.3%에 달했다(국민건강보험, 2019b). 보
호자의 만족도는 이용자보다 높은 90.9%였고 추천 의향은 95.7%였다(국
민건강보험b, 2019). 과열경쟁 문제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이용자와 보호
자 관점에서 전국적인 서비스 만족도는 높은 수준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는 과열경쟁에 의한 질 악화 문제가 존재하더라도, 그것이 전국에 보
편적인 현상은 아님을 암시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활발하게 문제제기가 이루어지는 과열경쟁 이슈를
넘어 독점에 의한 문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시장화 정책 도입 시, 시
장실패를 막기 위해 정부가 개입하는 주된 이유는 독점에 의한 공공의
이익 훼손을 줄이기 위해서이다(정갑영, 2006). 공급이 독점화될수록 공
급자로서는 소비자의 선호를 위해 서비스 품질을 높이거나 가격을 낮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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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 유인이 없어지기 때문에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약을 받게 된다.
지역 간 서비스 공급량과 질의 불평등은 문제로 제기된다. 이때, 공급
량이 적은 지역과 서비스 품질이 낮은 지역이 일치하는 현상을 독점의
관점에서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농촌은 지역 소득수준이 낮
아 서비스 품질도 낮은 것으로 해석되곤 한다. 그러나 이는 농촌의 수요
가 적어 공급 기관 수도 적기 때문에, 공급이 독점화되면서 나타나는 현
상일수도 있다.
농촌에서는 독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규제 집행 수준도 상대적으로
느슨하기 쉽다. 독점인 상황에서 해당 기관이 부당행위로 폐업된다면 당
장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이용자들에게 서비스를 공급하지 못한다. 일상
생활 기능이 어려운 이용자들에게 서비스 공급 중단은 삶의 질을 심각하
게 저하시킬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엄격하게 규제를 집행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다.
요약한다면, 현재 과열경쟁의 폐해에 대해 주로 논의되고 있으나 그
반대되는 현상인 독점과 그로 인한 문제 상황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
다. 특히, 독점이 발생하기 쉬운 저소득 지역 또는 농촌 지역에서 시장기
제가 어떻게 발현되고 있는지를 심도 있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지역간
형평성 약화 현상을 소득수준의 차이로 설명하는 것을 넘어 경쟁과 독
점, 이에 대한 규제 수준이라는 준시장 이론의 관점에서 분석해볼 필요
가 있다.

3) 공공성의 약화
시장화가 도입됨에 따라 공공성이 약화되어 과열경쟁과 그로 인한 서
비스 질 저하, 형평성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
도 높다. 민간 공급자가 급증하면서 문제가 발생하였으며, 이를 규제가
충분히 통제하고 있지 못하다는 문제 의식이다. 이에 대해 공공성을 강
화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석재은, 2017; 서선영, 2017). 공공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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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은 크게 정부의 공급을 늘리는 구조적 공공성 강화, 규제를 강화하
는 내용적 공공성 강화로 구분된다(석재은 2017).

(1) 약한 규제
먼저, 약한 규제가 문제를 통제하고 있지 못함을 지적하며 규제 강화
를 정책 대안으로 제안하는 주장이 있다. 주로 품질 평가 방식이 미흡하
고 평가 결과에 대한 후속 조치가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품질 평가의 경우, 주로 행정적이고 감사적인 통제 방식 위주인 반면
전문가에 의해 상시적으로 실시되는 모니터링은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는
다(석재은 외, 2016). 예를 들어, 신고 또는 민원이 접수되거나, 건강보험
공단으로부터 기준에 미흡한 기관으로 통보를 받았거나, 기타 자체조사
를 통해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해서는 관할 지
자체가 현지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그러나 현지조사 건수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오히려 감소추세였으며, 기준 미흡으로 판정된 기관 비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현지조사 비율이 더 낮아지는 현상마저 나타나고 있다
(하현선, 2015: 66). 지자체의 현지조사 실적과 결과를 건강보험공단에
보고할 의무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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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4> 지역별 장기요양기관 수 대비 현지조사 실시기관 비율
2010
2011
2012
2013
재가 시설 계 재가 시설 계 재가 시설 계 재가 시설 계
1 제주 14.6 8.3 12.9 7.8 10.4 8.5 5.7 13.0 8.0 1.5 8.1 3.6
2 세종 - - - - - - 11.1 8.3 10.3 8.7 - 5.9
3 경남 16.2 9.3 14.8 6.7 8.9 7.2 9.3 9.8 9.4 6.4 10.0 7.2
4 충북 16.5 8.5 13.3 5.1 14.7 9.1 9.3 7.6 8.6 5.4 13.6 9.1
5 충남 17.5 9.6 15.3 7.0 8.4 7.4 8.3 13.0 9.8 5.4 5.2 5.3
6 전남 19.8 6.9 16.3 8.4 11.6 9.4 7.9 12.9 9.5 4.4 6.7 5.1
7 대전 10.5 10.2 10.4 5.2 12.8 6.6 8.1 5.8 7.6 3.8 5.9 4.2
8 강원 21.0 9.7 16.9 6.5 10.1 7.9 8.7 11.3 9.7 4.1 5.0 4.5
9 경기 12.7 11.8 12.4 6.7 13.1 8.9 5.8 11.1 7.7 2.9 5.6 3.9
10 경북 18.9 8.6 16.3 8.9 11.2 9.5 7.9 7.7 7.9 5.5 8.4 6.4
11 부산 13.1 10.1 12.7 6.7 12.6 7.6 8.0 5.5 7.6 4.2 6.7 4.6
12 서울 13.5 5.3 11.9 6.7 14.1 8.1 7.0 9.2 7.4 4.1 5.8 4.5
13 대구 14.3 5.9 12.8 6.0 13.0 7.6 6.6 6.9 6.7 4.5 8.4 5.6
14 광주 13.0 11.0 12.7 6.2 14.7 7.8 6.7 10.4 7.4 4.1 12.0 5.6
15 전북 14.9 13.7 14.6 8.9 10.3 9.3 7.9 11.7 8.9 3.9 7.7 4.9
16 인천 14.3 11.2 13.4 4.5 14.4 7.4 7.3 8.1 7.5 1.6 2.5 1.9
17 울산 19.1 11.9 17.6 6.8 9.5 7.4 9.3 - 7.5 7.1 10.0 7.7
계
14.8 9.7 13.5 6.8 12.3 8.3 7.4 9.9 8.1 4.1 6.7 4.9
출처: 하현선(2015: 66)
주: 2014년 기준 현지조사 실사기관 비율이 높은 지역 순으로 나열함.
원자료: 보건복지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작성, 2015.
순번 지역

(단위: %)
2014
재가 시설 계
2.3 22.6 8.9
- 27.3 8.6
4.1 18.6 7.6
3.2 12.0 7.1
5.2 9.3 6.5
3.6 10.5 5.8
4.2 11.5 5.7
2.3 10.7 5.6
3.1 9.4 5.5
3.2 10.4 5.4
3.4 16.4 5.2
2.5 14.8 5.1
3.4 9.5 5.1
2.1 17.1 5.1
2.8 11.9 5.1
1.7 9.2 4.1
3.8 4.7 3.9
3.1 11.4 5.6

또한, 평가의 방식이 이용자 중심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주
로 시설과 설비, 의료적 측면, 행정적 측면에 대한 지표가 우선시 되는
반면, 이용자의 욕구 반영 수준이나 만족도를 반영하는 지표는 부족하다
는 지적이다(서선영,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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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항목 세부
항목
의료
인력
(3)
구조 인력
영역 (9) 필요
(9)
인력
(6)

<표 2-15>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지표
지표명

의사 1인당 환자 수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간호인력 1인당 환자 수
물리치료사 1인당 환자수
약사 재직일수율
방사선사(방사선촬영장비 포함) 재직일수율
임상병리사(임상검사실 포함) 재직일수율
사회복지사 재직일수율
의무기록사 재직일수율
65세 이상 노인 중 입원시 MMSE 검사 실시 환자분율
있는 환자분율(고위험군/저위험군)
과정(5) 유치도뇨관이
당뇨 환자 중 HbA1c 검사 실시 환자분율
진료
매월 체중측정 환자분율
영역
일상생활수행능력 감퇴 환자분율(치매환자군/치매환자제외군)
(13)
욕창이 새로 생긴 환자분율(고위험군/저위험군)
결과(8) 욕창이 악화된 환자분율(고위험군)
방밖으로 나오기 악화 환자분율(치매환자군/치매환자제외군)
욕창 개선 환자분율(고위험군)
간호인력의 이직률
폐렴 발생률
폐렴 환자 당 평균 치료일수
일상생활수행능력 개선 환자분율(전문재활치료군)
장기입원 환자분율
7일 미만 입원환자 청구 건수율
모니터링(15) 5% 이상 체중감소 환자분율
중등도 이상의 통증 환자분율
요실금, 유치도뇨관 삽입환자 중 배뇨조절 프로그램 실시 환자분율
요실금 환자분율(저위험군)
일상생활수행능력 개선 환자분율(치매환자군/치매환자제외군)
방밖으로 나오기 개선 환자분율(치매환자군/치매환자제외군)
전문재활치료 181일 이상 입원 환자분율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2019), 2018년도(7차)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평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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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6> 장기요양기관 평가지표

대분류
중분류
기관운영
기관 관리, 인적자원관리, 자원 활용
환경 및 안전
시설 및 설비관리, 위생 및 감염관리, 안전관리
수급자권리보장
수급자 권리, 수급자 존엄성
급여제공과정
급여개시, 급여계획, 급여제공
급여제공결과
수급자 상태, 만족도 평가
출처: 국민건강보험(2019a)
*대분류 가중치 및 소분류(문항)는 급여유형마다 다름. 예를 들어, 노인요양시설은 평가지
표는 총 48개 문항으로 구성됨. 가장 문항이 많은 급여유형은 2017년 기준으로 주야간보호
(59문항)임

품질 평가에 따른 후속 조치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된다(하
현선, 2015). 최하위 등급 받은 기관 중 다수는 주기적으로 실시되는 평
가에서 늘 최하위 등급을 받는다(하현선, 2015). 해당 기관들을 퇴출시키
거나 급여비를 감액하는 등 명확한 불이익을 주지 않기 때문에 서비스
품질이 낮은 기관으로서는 질을 높여야 한다는 동기를 갖지 못한다는 지
적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종합하여 볼 때 서비스 품질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왔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규
제의 효과성, 즉 현재의 정책 문제들이 규제가 약해서 발생하는지, 실제
로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을지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근
본적으로는 현재 제안되는 규제 강화 방안들을 실시하는 것이 가능한지
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규제 집행에는 상당한 물적, 인적 자원이 필요하다. 전국의 수많은 요
양병원과 장기요양기관뿐만 아니라 기관의 인력, 이용자까지 건강보험공
단이라는 단일 기관이 담당하고 있다. 과중한 업무로 인해 관리가 부실
할 수밖에 없다(서선영, 2017). 이에 장기요양기관의 경우 관할 지자체에
상시 관리감독의 의무를 주었으나, 지자체 관점으로서는 이미 수많은 중
앙정부 위임사무와 자체사무들을 수행하고 있어 충분한 자원을 배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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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다.
주인과 대리인간 정보 비대칭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규제 집행은 상당
한 거래비용을 수반한다(최병선, 2013). 조직을 확대하여 관리감독 인력
을 충원하는 전략은 비효율을 동반할 수밖에 없다. 본래 시장기제를 도
입하는 목적은 규제자의 감시가 없거나 최소한으로 적용되어도 시장기제
를 통해 효율성을 증진하는데 있다. 효율성을 증진하는 과정에서 비용감
축보다 품질 향상을 추구하도록 하는 제도를 고려하기 전에, 현재의 규
제를 강화시키는 방안만 추진하는 것은 정책효과를 제약하거나 상당한
비효율을 동반할 가능성이 있다. 규제 수단이 강력해질수록 규제 효과가
커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최병선, 2013).
또한, 위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서비스 품질과 관련된 정책 문제도 다
양하고, 고려가능한 규제 방안도 다양하다. 예를 들어, 주로 논의되는 경
쟁 문제와 달리 농촌에서는 독점이 더 문제가 될 수 있다. 규제 방안의
경우, 가격 규제, 진입 규제, 품질 규제 등으로 다양하며 조합에 따라 도
출될 결과는 더 다양하다. 규제 강화를 논의하기 전, 현재까지의 자료를
토대로 실증적인 분석을 실시하고 어떤 규제가 가장 효과적으로 정책 목
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고민이 필요하다.

(2) 부족한 정부 공급
시장화로 인해 영리만을 추구하는 민간시설이 과도하게 시장에 진입
하였고, 그에 비해 국공립시설은 부족한 것이 문제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서선영, 2017: 7). 규제 강화에 앞서, 혹은 이와 더불어 정부가 직접 공
급하는 서비스의 비중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함께 제기된다.
실제로 요양병원과 장기요양기관 모두 정부가 직접 공급하는 비중은
매우 작다. 2018년 전체 요양병원에서 국공립 기관이 차지하는 비중은
5.7%에 불과하였다. 장기요양서비스 기관의 경우는, 지방자치단체 직영
인 노인요양시설 비중이 3.0% 수준이다. 재가서비스 유형 중 지자체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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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비중이 가장 높은 주야간보호서비스도 지자체 비중에 3.8% 수준이다.
<표 2-17> 설립주체별 요양병원 연도별 현황

설립주체
2013
2014
2015
2016
전체
1,232 1,337 1,372 1,428
국립
0
0
0
0
공립
23
24
28
69
법인
624
713
721
689
개인
585
600
623
670
국공립 비중 1.9% 1.8% 2.0% 4.8%
법인 비중
50.6% 53.3% 52.6% 48.2%
개인 비중
47.5% 44.9% 45.4% 46.9%
출처: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 종별 설립구분별 요양기관수

2017
1,529
2
90
705
732
6.0%
46.1%
47.9%

2018
1,560
2
87
707
764
5.7%
45.3%
49.0%

<표 2-18> 설립주체별 장기요양서비스 기관 현황(2018년)
급여유형
계 지방
단체 법인 개인
소계
5,320 110 1,334 3,864
시설 노인요양시설 3,389 100 1,161 2,120
노인요양공동 1,931 10 173 1,744
생활가정
소계 15,970 135 2,374 13,390
방문요양 12,335 30 1,563 10,689
방문목욕 9,665 16 1,116 8,495
재가 방문간호 682 4 114 562
주야간보호 3,211 121 905 2,171
단기보호 179 5 35 139
복지용구 1,920 0 259 1,650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

기타
12
8
4
71
53
38
2
14
11

지방
단체
비중
2.1%
3.0%
0.5%
0.8%
0.2%
0.2%
0.6%
3.8%
2.8%
0.0%

법인
비중
25.1%
34.3%
9.0%
14.9%
12.7%
11.5%
16.7%
28.2%
19.6%
13.5%

개인
비중
72.6%
62.6%
90.3%
83.8%
86.7%
87.9%
82.4%
67.6%
77.7%
85.9%

공공성의 의미는 상당히 넓다. 정부와 관계되는 것들(governmental)부
터 공익성(public interest)까지 아우른다(백완기, 2007). 정부와 관계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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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들로 공공성을 정의한다면, 현재 요양병원 및 장기요양서비스 시장에
서 공공성은 매우 부족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민간기관이 과다
하거나 정보공급이 부족하다는 평가는 좁은 의미의 공공성을 기준으로
한 평가의 성격이 강하다. 공익이라고 정의한다면, 정부의 직접 공급 차
원의 공공성을 증진시키는 것이 반드시 공익 차원의 공공성 증진을 의미
하는 것은 아니다. 정책목표와 수단으로 구분하자면, 정부 직접 공급 차
원의 공공성 강화는 정책수단이며, 공익의 증진, 즉 서비스 품질 강화와
이를 통한 이용자의 복지 증진이 정책목표가 되어야 한다.
현재 노인 장기의료 및 요양서비스 영역에서 정부 소유의 기관들의
서비스 품질이 평균적으로 더 높고 소비자 선호가 높은 것은 사실이다
(한겨레, 2019). 품질이 높은 서비스를 정부가 더 공급할수록 해당 이용
자들에게 더 높은 복지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이미 존재하는 수많은 민간기관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효과로 연결되지는
않는다. 정부 공급 비중을 늘리더라도, 민간기관의 품질 향상을 유도하는
시장화 정책 방향을 동시에 고민해야 한다.
민간기관이 지나치게 영리를 추구하느라 비리와 폐해들을 일으킨다는
비판도 신중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권현정, 2014). 영리민간기관이
영리를 추구하는 것은 당연한 행태이며, 그 동기들이 발현되어 시장 전
체에 효율성을 가져오려는 것이 시장화의 목적이다. 문제는 영리를 추구
하기 위해 기관이 고려하는 수단이 소비자 권리 향상이라는 정책목표와
일치하지 않을 때 발생한다. 영리추구 목적을 도덕적으로 비판하기 보다
는, 그 목적이 정책목표와 가능한 일치하도록 유인 구조를 만드는 방안
을 검토하는 것이 원하는 정책목표를 달성하는데 효과적일 수 있다(권현
정, 2014).

4. 소결: 기존 논의의 한계 및 연구방향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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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및 장기요양서비스의 질과 관련한 학계 및 정책현장의 논의
를 분석한 결과 도출된 한계점들을 바탕으로, 이를 보완한 연구방향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먼저, 요양병원 및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기존 연구들이 주로 공급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과 달리, 본 연구에서는 서비스 품질에 중점을 두고
자 한다. 현재 요양시설에서의 노인 학대 문제 등 서비스 질에 대한 논
란이 심각하지만, 실증연구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2014년도 국민
권인위원회 연구용역으로서 실시된 노인요양병원의 노인학대 실태 조사
에 의하면, 응답기관 86개소 중 34개소(22.1%)에서 위협적 언행을, 13개
소(15.1%)에서 폭행을, 5개소(5.8%)에서 생존위협을 목격하였다고 응답
하였다(권금주 외, 2016).14) 응답기관의 대표 1인이 설문에 직접 응답한
결과이기 때문에 실제 실태는 더 심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노인학대 문
제를 비롯한 서비스 질에 대한 연구는 주로 인력 개인 수준의 변수 혹은
개별 기관의 조직 수준 변수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근본적으로 서
비스 질이 악화되는 요인에 대한 실증연구는 부족하다.
둘째,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장기의료 및 요양서비스 영역에서
시장화, 그 중에서도 경쟁의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드물다
(Forder & Allan, 2014: 73; 권현정, 2014: 290). 학계와 현장에서는 경쟁
의 부작용에 주로 주목하고 있으며, 경쟁의 영향을 실증적으로 검증한
연구는 충분히 수행되지 않았다. 준시장이 유지되는 한, 준시장의 핵심요
소인 경쟁의 영향을 실증적으로 검증해야 이를 바탕으로 향후 정책을 개
선해나갈 수 있다.
셋째, 시장화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공공성의 강화가
주요하게 논의되고 있으나, 정부 직접 공급 및 규제 강화로 정책 대안이
한정되었다. 정부에 의해 운영되는 서비스 기관들은 서비스의 질이 확연
히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실제로 공립 요양병원 혹은 요양시설에 입
소하기 위해 대기하는 인원은 민간 기관의 대기인원보다 훨씬 높다(한겨
14) 중복응답한 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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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 2019.06.05.). 그러나 공립 기관을 늘리기만 해서는 문제를 해소할 수
없다. 가속화되는 고령화 속도와 그에 비례하여 증가할 수요를 고려한다
면 정부 직영 서비스로는 공급량을 감당할 수 없다. 또한, 공립 기관의
서비스 질은 높은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다 하여도 그 외 민간 기관의
서비스 질은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가 여전히 숙제로 남는다. 본 연구에
서는 정부 직접 공급의 효과, 즉 소유권 차이보다는 경쟁과 규제 등 시
장화 정책의 요소에 중점을 두어 분석을 하고자 한다.
부가적으로, 본 연구는 장기요양서비스와 요양병원을 함께 분석대상에
포함하고자 한다. 장기요양서비스와 요양병원은 모두 준시장이며 이용자
의 특성이 비교적 유사하면서도, 이를 둘러싼 제도에는 차이가 존재한다.
상이한 두 유형의 차이를 변수화하고 그 영향을 검증한다면, 서비스의
어떤 특성, 혹은 준시장 제도의 어떤 측면에 경쟁의 영향력에 차이를 불
러올지 검증하는데 유용할 것으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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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경쟁과 서비스 질
1. 경쟁이 서비스 질에 미치는 영향
1) 경쟁요인
경쟁은 신공공관리론을 기반으로 한 현대 행정에서 강조하는 개념 중
하나이다. 다수의 경쟁자가 존재하는 시장에서 더 많은 이용자를 확보하
기 위해 기업들은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려는 유인을 갖게 되는데, 이는
고객주의에 기반한다(정정길, 2008). 기관은 시장에서의 경쟁에서 살아남
기 위해서는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고객을 만족시켜야 한다. 일반 시장에
서는 저품질 저가격을 원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품질을 낮게
유지할 수도 있겠으나, 보건복지서비스 시장은 가격이 정해져있어 이는
불가능하다. 정부에서 규제하는 최소한의 품질 기준은 있지만, 그 이상의
품질을 담보하지 않으면 고객들이 타 기관으로 떠나갈 수 있다. 지역 내
잠재적 이용자가 많더라도, 경쟁기관이 많으면 한 업체가 충분한 이용자
를 확보하기 어렵다. 경쟁 속에서 수익을 확보하기 위한 기관들의 노력
은 서비스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Zinn, 1994).
이러한 원리는 노인 장기의료 및 요양서비스 시장에도 적용된다. 경쟁
에 의한 질 향상은 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추구했던 바이기도
하다. 노인 장기의료 및 요양서비스 중에서도 장기요양보험은 제도 초기
에 빠른 공급 확충에 보다 무게를 둔 것이 사실이다(석재은, 2010). 환자
만 확보하면 수익이 보장되는 형태는 질보다는 공급에 무게를 두고 있음
을 보여준다. 시장 경쟁 공급체계를 도입하여, 의도적으로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도록 하였다(석재은, 2010). 그러나 경쟁을 통한 질 향상도 공식적
인 목표에는 포함되어있었다. 시장 공급체계를 도입한 것은 수급자에게
공급자를 선택할 권한을 부여(empowerment)하여, 경쟁과 질 향상을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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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려는 목적이었다(석재은, 2010). 이론적으로는 시장화를 통해 공급자
간 경쟁이 이루어지면 서비스의 품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한국에서는 과열경쟁 등으로 인해 오히려 서
비스 질이 악화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론에 근거하여 기
대한 바와 달리, 경쟁에 의해 질이 향상되지 않고 오히려 악화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경쟁이 질을 악화시키고 있는지, 이론과 다른 현
상이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관한 연구는 부족하다.
의료 및 요양서비스 시장에서 경쟁이 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
연구들은 다수 수행되어왔으나, 그 결과들은 일관되지 않다. 의료 및 요
양서비스 시장에서는 경쟁이 강할수록 서비스 질이 하락한다는 실증연구
들이 국내외에 다수 존재한다(Forder & Allan, 2014; Katz, 2013;
Propper, Burgess & Green, 2004; 이기주·석재은, 2019). 반대로, 일반 시
장과 마찬가지로 경쟁에 의해 질이 향상되었다는 연구 결과들도 있다
(Castle, Engberg & Liu, 2007; Kadoya, 2010).
이와 같이 연구들이 상반된 결과들을 보이고 있음에도, 그 이유를 이
론적으로 설명한 연구는 드물다. 사회서비스 시장화 정책의 일종인 바우
처에 관하여 연구한 신창환(2013)은 경쟁의 어떠한 측면들이 서비스 질
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다고 지적하기도 하였다. 바우
처도 장기요양보험과 유사하게 시장기제에 기반한 정책이다. 사업을 실
시하여 유효수요가 증가하면 공급자가 다수 참여하게 되고(Warner &
Gradus, 2011, 신창환, 2013: 315에서 재인용), 이는 경쟁을 촉진하여 기
관이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시장기제를 활용하려는
정책이다. 이러한 시장기제가 효과적으로 작동하게 하려면 그에 적합한
시장을 형성하도록 하는 제도가 중요하며, 이에 따라 경쟁의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경쟁과 이를 둘러싼 제도의 어떤 측면이 서비스
질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기존 연구들은 충분히 설명하고 있지 못하
다고 신창환(2013)은 지적한다. 이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수 없다면,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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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이 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들이 일관되지 않은 이유도 설명하기
어렵다.
일부 선행연구들은 ‘진정한 경쟁’이 조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질을 향
상시키지 못했다는 해석을 제시하기도 하였다(Nyman, 1987; Zinn,
1994). 이는 준시장을 형성하는 제도와 환경에 따라 경쟁이 서비스 질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이러한 요인들에 대
한 실증연구는 드물다.
기존 연구들의 결과와 이에 대한 해석을 종합하여 분석한 결과, 주요
한 차이점은 크게 기관의 가격 결정권, 실질적 경쟁상태, 그리고 소비자
선택권 수준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2) 기관의 가격 결정권
경쟁이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경쟁이 개별 기업 또는 기관의 질에
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기관에게 있어 경쟁은 기대수
익이 줄어들 수 있는 위험상황이다. 기관은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즉 기
대수익을 가능한 키우기 위해 여러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 이때 의사결
정은 기업의 상황에 따라서도 다르지만,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도 달라진
다.
서비스 공급 기관의 결정은 크게 품질향상을 위한 투자와 비용감축에
대한 결정으로 나뉜다(Hart et al., 1997). 이익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수입을 증대시키거나 비용을 감축해야하는데, 전자를 위해서는 투자가
필요하다. 즉, 비용을 투입하되 그로부터 추가이윤을 얻을 것인가, 단순
하게 비용을 감축시킬 것인가에 대해 결정하게 된다.
그러나 품질향상 전략과 비용감축 전략 모두 가격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며 경쟁방식에 영향을 미친다. 일반 시장에서 기관들이 경쟁하는 방
식은 크게 가격경쟁과 비가격경쟁(non-price competition)으로 나뉘는데,
비가격경쟁의 대표적인 경쟁수단이 품질이다(진양수, 2017). 위에서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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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듯이 이윤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수입을 늘리거나 비용을 줄여야
하는데, 수입을 늘리기 위해서는 가격을 올리거나 이용자를 늘려야한다.
가격경쟁 방식은 가격을 낮추어 이용자를 확보하는 방식이며, 가격 하락
속에서도 적정 이윤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비용감축이 필요하다. 반면, 품
질경쟁 방식은 품질을 높여 이용자를 확보하는 방식이다. 이때, 품질향상
을 위해 추가로 투자된 비용을 고려하여 가격을 상승시킴으로서, 이용자
증대 대신 가격 상승으로 인한 수입 증대 효과를 노릴 수도 있다.
가격경쟁과 품질경쟁은 서비스를 다양화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다. 한
기관이 고품질 고가격 서비스 유형과 저품질 저가격 서비스 유형을 동시
에 제공함으로써 성격이 서로 다른 이용자군을 유치하는 전략을 취하기
도 한다. 이러한 다양한 경우의 수를 조합하여, 기관은 최선의 생존전략
을 선택하게 된다.
<그림 2-4> 기관의 가격, 품질, 비용 관련 의사결정

그러나 개별 기관이 자율적으로 가격을 결정하지 못하는 준시장에서
는 위 전략들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다. 정부에 의해 가격이 통제되는
준시장에서 대부분의 서비스 가격은 수가로 정해져 있으며, 일부 서비스
만이 비급여 항목이다. 모든 서비스가 수가로 결정되었다고 가정할 때
기관은 가격 하락을 통한 이용자 증대 전략을 취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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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향상 전략은 취할 수 있지만 그만큼 가격을 높여 판매할 수는
없기 때문에 서비스 단위당 이윤폭은 작아지는 위험이 있다. 이를 상쇄
하려면 많은 이용자를 추가로 유치해야 한다. 그러나 이용자 추가 유치
는 시장 내 경쟁 구도에 따라 성공 가능성이 크게 차이가 난다. 이미 시
장이 포화상태라면 타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을 유치해야 하는데, 이는
아무 서비스도 이용하고 있지 않은 고객을 유치하는 것보다 높은 비용을
필요로 한다. 즉, 경쟁적 시장에서 고객을 추가로 유치한다는 것은 상당
히 어려운 전략이다.
즉, 기관의 가격 결정권이 제한된 준시장에서 경쟁이 심해지면 기관들
은 수입 증대보다는 비용 감축으로 전략을 세울 가능성이 높다. 수입 증
대 전략들과 달리 비용 감축 전략은 가격과 상관없이 시행할 수 있는 전
략이기 때문이다. 또한,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켜도 가격을 높여 이윤을
얻기가 어렵기 때문에, 차라리 서비스 품질을 악화시켜 비용을 낮추려는
유인이 발생한다. 경쟁으로 인해 이윤(마진)이 매우 작아지면, 미래의 매
출 증가를 기대하여 오늘 높은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야겠다는 명성 효
과(the ability of reputation)가 감소하여, 결과적으로 낮은 수준에서 품
질이 결정될 수 있다(Kranton, 2003, Katz, 2013: 623에서 재인용). 예를
들어, 가격이 고정된 상태라면, 고비용 치료는 과소공급하고 저비용 치료
를 과대공급하여 질이 낮은 지점에서 균형이 발생한다(Katz, 2013; 김대
중 외, 2013).
이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실증 연구는 Forder와 Allan(2014)의 연구이
다. Forder와 Allan(2014)은 요양시설(care homes) 산업에서 경쟁에 의해
질이 감소하는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로 사적 지불과 공적 지원의 차이에
주목하였다.15) 한국과 달리, 영국에서는 일정 소득 이하인 경우에만 공적
지원을 받아 요양 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그 외에는 이용자가 개별적
으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지방의회의 위원회(commissioner)가 요양시
15) 단, 해당 연구는 경쟁이 가격에 미치는 영향도 분석하였다. 즉, 가격이 완전히
고정된 제도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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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들과 협상을 하고 이용자를 배치한다. 즉, 공적 지원을 받는 부분이 준
시장이고 나머지는 전통적인 시장이라 볼 수 있다(Forder & Allan,
2014). 이때, 지방의회의 지원 비중이 큰 시장일수록, 경쟁에 의한 질 저
하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보았다. 지방의회의 지원 비중이 클수록 지방
의회와 협상된 가격으로 서비스를 더 많이 공급하게 되어, 요양시설이
가격을 주도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적어지기 때문이다.

3) 실질적 경쟁상태
한편, 일부 연구들은 경쟁이 질을 낮추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이 나타
나지만 이는 실질적인 경쟁 상태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
기도 하였다.
Nyman(1987)은 미국이 준시장화된 요양시설(nursing home)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가격 제도를 기존의 고정 선불 급여(fixed, prospective
payment)에서 후불 상환제(retrospective reimbursement)로 변경하고, 수
가를 높였으며, 품질 규제를 강화하였지만 기대만큼 서비스 질이 향상되
지 않았다고 하였다. 수요보다 병상이 부족해 초과 수요(excess
demand)가 존재했기 때문에 시장에서 경쟁이 충분히 활성화되지 않아
다른 정책 처방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 것으로 Nyman(1987)은 해석하
였다. 병상이 부족한 상황에서 서비스 질이 낮은 기관들을 퇴출시키면
더욱 병상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품질 규제도 엄격하게 실시되지 못했다.
Nyman(1987)은 초과 수요를 발생시키는 주 원인으로, 각 지역의 수요
대비 서비스 공급량을 제한하는 필요증명법(certificate-of-need) 및 건설
중지 정책(construction moratoria) 등 공급을 인위적으로 제한하는 정책
들을 지목하였다. 초과 수요가 있음에도 공급을 막아 충분한 경쟁이 이
루어지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경쟁을 다르게 정의 혹은 측정하여 다른 결과를 얻은 연구들도 있었
다. 많은 연구들은 경쟁을 허핀달-허쉬만 지수(Herfindal-Hersh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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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로 측정하였다(Forder & Allan, 2014; Zinn, 1994). 허핀달-허쉬만
지수는 시장 내 각 기관의 시장점유율을 제곱하여 이를 모두 합한 값으
로, 0에 가까울수록 경쟁적이고 1에 가까울수록 독점적인 시장임을 나타
낸다. 허핀달-허쉬만 지수로 경쟁을 측정한 연구들에서는 경쟁이 높아질
수록 의료 및 요양서비스 질이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경향을 보인다
(Forder & Allan, 2014).
그러나 다른 방법으로 경쟁을 정의한다면 질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시장의 경쟁가능성(market contestability)
은 진입과 퇴출이 자유로운 정도를 의미하며, 진입규제 등으로 인해 자
유롭지 않을수록 경쟁 수준이 낮다고 본다(정갑영, 2006). 경쟁가능성이
낮고 초과수요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시장에서 서비스 질이 하락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Nyman, 1987).

4) 소비자 선택권의 수준
실질적인 경쟁이 이루어지기 위해 필요한 또 다른 조건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다수
의 공급자가 존재해야하고, 소비자가 공급자들의 가격과 질을 비교분석
할 수 있도록 완전한 정보가 주어져야 한다. 이는 완전경쟁시장의 조건
인 다수의 공급자 및 완전한 정보와 유사하다(정갑영, 2006). 이에 더하
여, 주어진 정보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공급자를 바꿀 수 있는 이동성이
있어야 한다.

(1) 다수의 공급자 또는 독점적 소비자
다수의 공급자라는 조건은 경쟁 개념에 이미 포함되어있다. 한 시장
내 공급자가 많을수록 경쟁 수준이 높고, 적을수록 낮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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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공급자가 적어 독점상황일 때, 소비자도 독점이라면 공급자는
독점의 혜택을 충분히 누리지 못한다(Bartlett & Le Grand, 1993). 소비
자가 독점화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정부가 독점적 소비자 역할을 수행하
기도 한다. 영국에서는 공적 지원을 받는 요양시설 이용자의 경우 지방
의회 위원회가 지역 기관들에 이용자들을 배정하며, 따라서 소비자들의
선택권은 낮은 편이다(Forder & Allan, 2014). 대신, 지방의회가 소비자
들의 대표로서 기관들과 가격을 협상하고 기관 이용을 결정하기 때문에
지역 내 기관이 독점적이더라도 가격을 자율적으로 올릴 수 없고 지방의
회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된다.

(2) 정보 비대칭성
소비자 선택권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은 정보의 대칭성이다. 경쟁
이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이 기관들의 서비스 품질에 대해 충분
히 알고 비교분석하여 더 나은 기관으로 움직일 수 있어야 한다. 시장화
정책은 정부와 공급자간, 공급자와 수요자 간 정보 비대칭을 발생시킬
수 있으며(Lowery, 1998), 정보 비대칭은 시장기제를 왜곡시킬 수 있다
(신창환, 2013: 315).
공공성의 영역에 있는 사회복지서비스 기관들에 적용되는 규제는 주
인-대리인 이론에 기반을 둔다(정광호·권기헌, 2003). 시장화된 서비스라
하더라도 노인 장기의료 및 요양서비스를 비롯한 사회복지서비스들은 여
전히 공공성의 영역 안에 있으며 정부와 일종의 계약을 맺고 있다. 정부
가 제시하는 서비스를 충실히 시민들에게 제공하면 정해진 보상을 지급
하는 계약이다. 그러나 민간기관들은 정보의 비대칭성(information
asymmetry)을 활용하여 계약을 우회하고 기관의 이익을 확보하려는 도
덕적 해이에 대한 유인을 갖는다. 이러한 주인-대리인 관계에서, 정부가
바람직하게 여기는 정책목표를 기관들이 이행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규제
가 필수적이다. 기관들, 특히 영리기관들은 정부의 목표와 다른 목표인
- 69 -

이익극대화를 추구하므로, 비용을 상승시키는 규제를 최소한으로만 지키
거나 우회하기 위해 노력하게 된다.
Kadoya(2010)는 일본 장기요양 시장에 대한 실증분석을 실시하여, 요
양서비스 시장에서 경쟁에 의해 질이 악화되는 현상을 설명하는 세 가지
이론이 모두 기각됨을 밝히고 그 이유를 설명하였다. 계약실패모형
(contract failure model)에 의하면 비영리기관의 서비스 질이 영리기관보
다 높아야 하지만, 실제로는 차이가 없었다. 의료시장의 무기 경쟁
(Medical Arms Race, MAR) 이론에 의하면 의료서비스 시장에서의 경
쟁이 질을 낮춰야하지만, 분석 결과 오히려 더 높았다. Suzuki와
Satake(2001, Kadoya, 2010에서 재인용)의 모형에 따르면 신규진입자들
은 시장 내 서비스 질 향상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신규진입자들이 기존 기관들에 비해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더 노력하였
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주된 이유로 Kadoya(2010)은 정보 비대칭성의
해소를 꼽았다. 의료서비스 시장은 다른 시장보다 정보 비대칭성이 강하
기 때문에 소비자의 선택권, 즉 높은 품질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떨
어지고 이는 서비스 품질을 높여야 한다는 공급자의 유인을 약화시킨다
(Konetzka & Werner, 2009: 507). 다른 관점에서 본다면, 정보 비대칭성
을 해소함으로서 경쟁이 순기능을 발휘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것이다.

(3) 이동성
정보와 더불어 소비자의 실질적인 이동가능성도 소비자의 선택권에
영향을 미친다. 다양한 기관이 존재하고 품질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어
도 타 기관으로 옮겨갈 수 없다면 선택권이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
다고 볼 수 있다.
의료 및 요양서비스는 이용자들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취약한 환자들
이기 때문에 이동성이 제약되는 경우가 많다. 타 기관으로 전원을 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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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 가족이 없거나,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가 두려워 전원을 거부할 수
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경쟁 상황에서도 이용자를 경쟁자에 뺏길 위
험이 적기 때문에 이용자의 욕구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유인이 약화된다.

2. 경쟁이 질에 미치는 영향 - 한국 요양병원 및 장
기요양서비스를 중심으로
1) 서비스 유형 요인
의료 또는 요양서비스 산업에서 경쟁과 질의 관계에 대하여 분석한
기존 연구들은 주로 한 유형의 서비스를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권
현정, 2014; 이기주·석재은, 2019). 의료서비스와 요양서비스를 비교분석
하거나, 요양서비스 중에서도 시설서비스와 재가서비스를 비교분석한 연
구는 없다. 서비스 유형마다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유형간 차이를 통제
하기 위하여 단일 서비스를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설계는 경쟁과 질 간의 관계가 일관되게 나타나지 않는 현상
을 설명하기에 한계가 있었다.
다양한 서비스 유형을 분석대상으로 한 일부 연구들에 따르면, 서비스
유형에 따라 경쟁과 질의 관계는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예를
들어, 김인(2010)은 다양한 사회복지 서비스 유형에서 실시된 바우처 제
도를 분석한 결과 유형에 따라 시장경쟁성이 서비스 질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게 나타났음을 밝혔다. 시장점유율 1위 기관의 시장점유율이 높을수
록 독점 수준이 높다고 측정했을 때, 산모신생아서비스에서는 경쟁 수준
이 높을수록 질이 향상되었으나, 아동인지서비스에서는 경쟁에 의해 질
이 악화되었고, 노인돌보미, 가사간병, 아동비만서비스에서는 유의미한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았다. 기관이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시장경쟁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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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변수로 두었을 때는 노인돌보미서비스의 질은 악화시키고, 아동인지
서비스의 질은 향상시켰으나 다른 유형의 서비스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
았다. 이에 김인(2010: 418)은 “시장의 경쟁성이 서비스 질에 영향을 미
치는 것은 서비스 종류에 따라 다르”다는 결론을 도출하였으나 서비스
종류별 어떠한 특성이 차이를 만들어냈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본 연구의 연구대상인 요양병원과 장기요양 시설서비스, 장
기요양 재가서비스의 경우, 유형별 어떤 특성이 경쟁과 질 간 관계에 영
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인가? 다양한 특성이 영향을 미칠 수 있겠으나 대
표적인 특성으로 기관의 가격 결정권에 주목해볼 수 있다. 가격이 고정
될수록, 경쟁 상황에서 기관들은 살아남기 위해 비용을 절감하고자 하고
이는 질 악화로 연결될 수 있다. 그러나 기관이 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
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서비스 질을 강화하고 그만큼 가격을 높여
비용을 상쇄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제도 하에서 요양병원은 장기요양 서비스에 비해 비교적 기관
의 가격결정권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요양병원과 장기요양서비스는 각각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이라는 보험 체계를 따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수가가 결정되어있다. 따라서 일반 시장에 비해서는 가격 결정권이 매우
낮다. 그러나 요양병원은 비급여 서비스의 폭이 장기요양서비스보다 넓
다. 2016년 기준, 요양병원의 총진료비 대비 비급여 비중은 약 48.1%로
추정된다(이정택, 2018). 반면, 장기요양 시설서비스의 경우, 2012년 장기
요양급여의 범위에서 제외된 비급여 본인부담금은 1인당 약 20만 9천원
이었다(권진희·이정석·한은정, 2012). 2012년 급여이용수급자 1인당 월평
균 급여비는 약 95만 7천원이었으므로(건강보험정책연구원, 2014), 총 급
여비 대비 비급여 비중은 약 21.8%라고 볼 수 있다. 비급여를 합한 총
비용 대비 비급여 비중으로 본다면 약 17.9%이다. 시설서비스의 비급여
비중이 요양병원의 비급여 비중보다 적음을 알 수 있다. 재가서비스의
경우에는 법으로 정해진 장기요양 비급여 항목16)의 특성상 비급여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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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하는 서비스가 거의 없다.
요양병원과 장기요양서비스간 가격규제의 차이는 재원조달의 직접성
수준에 의해서도 나눌 수 있다(권혁주, 2013). 두 유형 모두 사회보험을
기반으로 하지만 정부가 조달하는 수준이 다르다. 요양병원은 의료기관
의 일종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그러나 민간 보험 가입자의 경우 이
를 활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비급여 진료비를 실손보험으로 충당하기
도 하며 최근에는 간병인 보험에 의해 간병비를 지원받기도 한다. 반면,
노인장기요양서비스는 장기요양보험이 적용되는데, 그 외 민간보험이 적
용될 여지가 거의 없다.
종합하자면, 서비스 유형 중 요양병원의 가격결정권이 가장 크고, 장
기요양 시설서비스와 재가서비스가 그 뒤를 잇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
라서 기관의 가격결정권이 높은 요양병원은 경쟁 수준이 높을수록 서비
스 질이 향상될 것이다. 반대로, 재가서비스는 시장의 경쟁수준이 높을수
록 오히려 질이 감소하는 현상이 발생할 것이다. 기관의 가격결정권이
요양병원과 재가서비스의 중간 수준인 시설서비스는 영향력을 명확하게
추정하기 어려우나, 비급여 비중이 크지 않음을 고려한다면 재가서비스
와 유사하게 경쟁에 의해 질이 감소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위 논의를 바탕으로 세운 가설은 아래와 같다.
16) 제14조(장기요양급여의 범위 등)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범
위에서 제외되는 사항(이하 "비급여대상"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사재료비
2.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서
본인이 원하여 1인실 또는 2인실을 이용하는 경우 장기요양에 소요된 총 비용에
서 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비용과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제외한 금액
3. 이ㆍ미용비
4. 그 외 일상생활에 통상 필요한 것과 관련된 비용으로 수급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적당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비용(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
규칙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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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1-1: 요양병원의 경우, 시장의 경쟁수준이 높을수록 서비스 질이
높아질 것이다.
가설1-2: 장기요양서비스의 경우, 시장의 경쟁수준이 높을수록 서비
스 질이 낮아질 것이다.

2) 품질 규제 요인
노인 장기의료 및 요양서비스의 경쟁 수준과 서비스 질 간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절요인 중 하나로 규제를 고려할 수 있다. 규제
는 경쟁과 함께 준시장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 중 하나로서, 준시장 속
경쟁의 효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국 노인 장기의료 및 요양서비스 시장은 기본적으로 중앙정부에 의
해 관리되기 때문에, 제도가 전국 공통으로 적용된다. 즉, 지역 간 규제
의 내용에는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규제를 실제로 집행하는 주요 주체
중 하나인 지방자치단체들 간에는 집행 수준에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노인 장기의료 및 요양서비스 기관들의 관리감독을 맡
고, 위반 시 퇴출시킬 의무를 진다. 지방자치단체의 규제 집행 의지에 따
라, 기관들의 질 향상 의지 또한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기존 연구에서도 규제 집행자의 의지는 서비스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난다. 복지관 서비스를 민간위탁 시, 담당공무원과 복지관 책
임자의 가치관이 서비스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만준·
김재일, 2013). 구체적으로는, 담당공무원과 복지관 책임자들이 ‘복지책임
주체는 정부’라고 생각할수록, 복지정책의 효과가 크다고 믿을수록 서비
스의 질이 향상되었다(김만준·김재일, 2013). 즉, 정책 혹은 서비스에 대
해 우호적이면 서비스의 질을 유지하고자 제정된 규제를 충실히 집행하
여 서비스 질이 악화되지 않도록 영향을 줄 수 있다.
규제, 특히 품질 규제는 이름 그대로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해 도입
된다. 규제가 엄격하게 규정되고 집행된다면 암암리에 보편화된 불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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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비용 감축 방안들이 거의 불가능하다. 규제는 질을 심각하게 훼손하
는 비용 감축 방안을 저지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품질 규제가 서비스 품질을 강화하는지에 대해서는 실증연구
들이 분명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지 못하다. 영향을 미치지 않았거나, 오
히려 전반적인 질을 감소시켰다는 결과들도 제기된다. 신창환(2013: 317)
은 준시장의 규제가 바우처 서비스 질에 미친 영향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검토한 결과, “정부의 규제와 개입이 서비스 질을 향상시켰다는 실증 근
거가 많지 않다”고 하였다. 김인(2010)의 바우처 연구에서도, 행정기관의
감시감독 수준이 서비스 질에 전반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
으며, 산모신생아 바우처 사업의 경우에는 오히려 규제에 의해 질이 낮
아졌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Rigby et al.(2007)의 미국 보육서비스에
관한 연구에서는 정부 모니터링이 강화함에 따라 서비스 질의 특정 측면
들은 강화되지만 반대로 저하되는 측면들도 존재한다고 하였다. 선행연
구들의 결과를 종합해본다면, 정부의 품질 규제는 질을 직접적으로 향상
시키지는 못하거나 상황에 따라 오히려 저하시킬 가능성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독립변수로서의 품질 규제가 아닌, 경쟁의 영향을 조절
하는 조절변수로서 영향력을 탐색해보고자 한다. 품질 규제가 질에 미치
는 영향은 경쟁의 영향과 밀접하게 연관되기 때문이다.
규제가 없는 상황이라면, 즉 준시장보다는 일반 시장에 가까운 상황이
라면 경쟁이 강화될수록 기업들은 생존을 위해 혁신을 추구한다(Hart et
al., 1997). 이 때, 혁신이란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는 혁신일수도 있고,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비용을 감축하는 혁신일수도 있다(Hart et
al., 1997). 서비스 기관들의 과도한 비용감축은 서비스 질에 악영향을 미
치기 쉽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반갑지 않은 현상이지만, 비용감축도 기관
관점에서는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혁신 전략 중 하나이다. 어느 전략
이던지, 혁신 전략은 기업이 경쟁이라는 위기 상황에 몰렸을 때 생존하
기 위해 적극적으로 사용하게 된다. 이에 Hart et al.(1997)은 조직이 혁
신을 추구하는 동력은 공공기관과 민간의 차이가 아니라, 경쟁 여부의
- 75 -

차이라고도 하였다.
품질 규제의 적용은 혁신을 위한 인센티브를 약화시키기 쉽다
(Propper, 1993). 품질 규제는 산출물의 품질 조건을 상세하게 규정하여
계약을 맺고, 해당 조건을 충실하게 준수하는지 관리감독 및 평가를 하
는 방식으로 집행된다. 품질 조건이 상세하게 규정될수록, 기관으로서는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의 종류가 제한된다(Propper, 1993). 서비스 품질 향
상에 사용할 수 있는 기술, 혹은 비용을 감축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기
술이 제한되고, 규정을 준수하는 것만 해도 상당히 비용이 들며, 위반 시
패널티도 존재하기 때문에 기관들은 규제에 의한 최소기준을 유지하는
선에서 품질 수준을 유지하는데 집중하고 특별한 혁신 전략은 취하지 않
기 쉽다.
이는 경쟁 수준이 높아져도 유사할 것이다. 규제와 상관없이, 독점 상
황에서는 경쟁자로 인한 위기가 없기 때문에 혁신 전략을 써야할 필요성
이 낮다. 경쟁 상황의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혁신 전략을 쓰고 싶어도 적
용가능한 기술의 범위가 제한된다. 비용감축은 품질 규제에 의해 엄격히
제한되며,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투자를 하기에는 품질 규제에 규정
된 사항들을 준수하기 위해 이미 비용이 투입되어 자원이 충분하지 않
다. 때문에 경쟁 상황이어도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거나 과도하게 비용
을 감축하지 않고 현상 유지를 하는 경향이 나타날 것이다.
이러한 영향력은 실질적인 경쟁 수준과도 연관된다. 품질 규제가 엄격
해지면 새로운 기관의 시장 진입도 어려워진다. 허가를 받기 위한 조건
이 까다로워질 뿐만 아니라, 운영 중에도 까다로운 품질 검사를 정기적
으로 통과해야하기 때문이다. 기존 운영기관으로서는 규제 기준을 충족
하기만 한다면, 신규 진입자의 위협 없이 현재 누리는 이익을 유지할 수
있다. 즉, 기관간 상대적인 규모에 따른 경쟁 구도는 높은 수준일지라도,
개별 기관들이 실제로 느끼는 경쟁 수준은 그보다 낮을 수 있으며 그만
큼 혁신 의지도 약할 수 있다.
위 논의를 종합하자면, 품질 규제 수준이 높은 지역에서는 경쟁이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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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 질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작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가설2-1: 품질 규제 수준이 높을수록, 경쟁이 서비스 질에 미치는 영
향이 작아질 것이다.

3) 지역 소득 요인
도시에 비해 지역 소득수준이 낮은 농촌에서는 서비스 질이 낮을 가
능성이 높다(이보라, 2016). 일반 시장이라면 구매력이 낮은 소비층이 저
가격 저품질 서비스를 선호하고, 이에 맞추어 공급도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가 등으로 가격이 고정적인 노인 장기의료 및
요양서비스 시장에서는 주 소비자들이 저가격 서비스를 원해도 가격을
조정해서 판매하기 어렵다.
지역 소득수준이 낮은 지역 혹은 농촌 지역에서 서비스 품질이 낮아
지기 쉬운 원인으로 소비자의 실질적인 선택권 차이를 검토해볼 수 있
다. 먼저, 잠재이용자가 많은 도시에는 수요에 따라 많은 기관이 설립된
다. 시장 내 공급자가 많을수록, 소비자는 공급자 중 더 만족스러운 서비
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옮겨갈 선택지가 많아 선택권이 증진된다.
정보 대칭성 측면에서도 도시 이용자들이 유리하다. 의료 및 요양서비
스의 특성 상 다른 제품이나 서비스에 비해 산출과정 및 산출물에 대한
정보를 이용자가 얻기 어렵다. 더구나 주 이용자가 노인이라면 정보에
접근하기 더욱 어렵다. 다양한 기관들에 대한 정보를 노인들이 직접 얻
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 가족들이 정보를 구하고 비교하여 이용할 기관
을 선택한다. 도시노인들은 상대적으로 가족과 동거하거나 가까운 곳에
가족이 살고, 왕래빈도가 더 많다(정규형, 2017). 때문에 서비스 이용 또
는 입소 후에도 가족들이 자주 방문하는 경향을 보인다. 서비스에 불만
이 생기면 다른 기관으로 노인을 비교적 쉽게 전원시킬 수 있다.
반면, 농촌에는 독거하거나 노인 부부만 거주하는 비율이 높다.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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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기준, 농촌 지역에서 전체 노인 대비 독거노인의 비율은 약 34%였으
며 이는 도시에서의 비율보다 두 배 이상이었다(김유진, 2016). 도시에
사는 자녀들도 해당 지역의 기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엄밀하
게 기관들을 비교분석하여 결정을 내리기는 어렵다. 이용 또는 입소 후
에도 자주 방문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용자가 서비스 품질에 불만족하여
도 적절한 기관으로 적시에 전원하지 못한다. 특히, 치매 등으로 인해 이
용자가 서비스 품질 악화를 인식하지 못할 때 문제가 더욱 커진다. 이와
같이, 농촌보다는 도시에서 정보대칭성이 높고 이동성이 높아 소비자의
선택권이 높은 수준으로 보장되기 쉽다.
이와 같이 소비자의 선택권이 높다면, 경쟁 상황에서 기관은 살아남기
위해 혁신을 해야한다는 유인이 커진다. 혁신은 서비스 품질 향상일수도
있고, 비용 감축일 수도 있다(Hart et al., 1997). 반면, 소비자의 선택권
이 비교적 낮은 지역에서는 기관 간 경쟁수준이 높더라도 소비자들이 더
좋은 기관을 알아보거나 실제로 이동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기관들이 느
끼는 위기감은 비교적 작다.
위 논의를 종합하자면, 소비자의 선택권이 비교적 높은 도시 또는 소
득수준이 높은 지역에서는 도시 또는 소득수준이 낮은 지역에 비해 경쟁
이 질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가설2-2: 농촌에 비해 도시에서 경쟁이 서비스 질에 미치는 영향이
커질 것이다.
가설2-3: 소득수준이 높은 지역일수록 경쟁이 서비스 질에 미치는
영향이 커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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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2
2-1
2-2
2-3

<표 2-19> 가설

요양병원의 경우, 시장의 경쟁수준이 높을수록 서비스 질이 높아질 것이다.
장기요양서비스의 경우, 시장의 경쟁수준이 높을수록 서비스 질이 낮아질 것이다.
품질 규제 수준이 높을수록, 경쟁이 서비스 질에 미치는 영향이 작아질 것이다.
농촌에 비해 도시에서 경쟁이 서비스 질에 미치는 영향이 커질 것이다.
소득수준이 높은 지역일수록 경쟁이 서비스 질에 미치는 영향이 커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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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 설계
본 연구의 연구 대상은 한국의 대표적인 노인 장기의료 및 요양서비
스인 요양병원, 노인장기요양 시설서비스 및 재가서비스이다. 지역 내 노
인 장기의료 및 요양서비스의 질에 경쟁이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하며,
품질 규제와 지역 소득 요인의 조절효과를 탐색한다. 분석 단위는 지역
이며, 구체적으로는 기초지방정부 행정구역을 단위로 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방법에 관하여 사전에 서울대 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았다(IRB
No. 1909/003-004).

제 1 절 자료
분석을 위한 자료는 모두 거시자료로, 통계청 등의 자료를 활용하거나
해당 기관에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구득하였다.
먼저, 종속변수인 요양병원의 질 자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빅데이
터실에, 또 다른 종속변수인 장기요양서비스 질 자료는 국민건강보험공
단에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수집하였다. 해당 자료에 포함된 공급량 자료
로 시장집중도를 산출하였다.
시간적 범위의 경우, 절대평가가 실시된 이후의 자료를 대상으로 하였
다. 장기요양서비스 평가는 2015년부터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전환되
었다(유재언, 2017). 따라서 2015년 이전과 이후의 등급은 같은 의미를
지니지 않는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장기요양서비스의 경우 절대평가가
실시된 연도부터 자료에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이에 따라 시
설서비스의 평가자료는 2015년, 2018년 2개년치가 포함된다. 다만, 재가
서비스는 2016년 1개년치 자료가 사용가능하나, 관측치 부족으로 모형의
F값이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난다. 따라서 2014년 자료를 분석에 포함하
되 연도 더미를 추가하여 평가방식의 차이를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요양병원에 대한 심사평가원의 적정성 평가도 과거에는 상대평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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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를 이루었으나, 2013년 제5차 평가부터는 대부분의 지표에 대해 절대
평가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17) 다만, 2015년과 2018년에는 동일한 평가
지표가 적용된 것과 달리 2013년에는 평가지표가 다소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비교를 위하여 2015년 및 2018년의 평가결과만을 분석에 포함하
였다.
독립변수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통계청 지역통계총괄과의 고령인구비
율 자료,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지방재정365)의 주민1인당 지방세부담
액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조례 자료를 활용하였다. 시장집중도 측정
을 위해 사용된 자료는 종속변수 측정을 위한 자료와 같다. 기초지방자
치단체 행정구역 중 자료를 획득할 수 있는 모든 지역이 분석에 포함되
었다. 기초자치단체가 승격, 통폐합된 경우에는 가장 최근의 행정구역과
명칭을 기준으로 과거 자료를 분류하였다.18)

17) 메디컬옵저버(2015.03.25.) 기사는 심평원의 주장을 다음과 같이 인용하고
있다. “이번에 소송이 시작된 제5차 평가부터는 ... (중략) 특히 지표에 대한 평
가를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 방식으로 대부분 변경했으며, 부문별 하위 20% 선
정만 상대평가 방식으로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18) 충남 당진군은 2012년 군에서 시로 승격되었기에, 이전 자료를 모두 ‘당진시’로
분류하였다. 경기도 여주군은 2013년 폐지되고 여주시로 출범하였으므로, 과거 자
료를 ‘여주시’로 분류하였다. 충북 청원군은 2014년 청주시와 통합되었기에, 2014
년 이전의 자료는 청원군과 청주시의 자료를 합하여 ‘청주시’로 분류하였다. 세종
특별자치시는 충남 연기군 등을 편입하며 2012년 출범하였는데, 과거 연기군이
차지하는 면적이 가장 넓고 중심부를 구성하고 있으므로 2012년 이전 연기군의
자료를 ‘세종특별자치시’의 값으로 분류하였다. 2018년 인천 남구는 미추홀구로
개칭하였기에 과거값도 모두 ‘미추홀구’로 분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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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모형
1. 종속변수: 서비스의 질
종속변수는 지역별 노인 장기의료 및 요양서비스의 질이다. 노인 장기
의료 및 요양서비스는 요양병원,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시설서비스, 재가
서비스로 구분하여 각각 분석한다.
장기요양서비스는 시설 및 재가유형 아래 다양한 급여유형으로 구성
된다. 시설서비스는 정원이 9인 미만인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과 10인 이
상인 노인요양시설로 구분된다. 재가서비스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
간호, 복지용구, 주야간보호, 단기보호서비스로 구분된다. 각 유형은 평가
지표가 다소 다르며, 특성에 따라 평가기준도 다르게 반영된다. 또한, 재
가서비스는 같은 기관이 다양한 급여유형을 동시에 공급하는 경우도 많
다. 특성이 다른 유형들을 통합하여 서비스의 질 평균과 경쟁 수준을 측
정 시 과소 또는 과대 측정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시설서비스 중에서는
10인 이상 시설만19)을, 재가서비스 중에서는 가장 기관 수가 많은 방문
요양 기관만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서비스의 질은 서비스의 등급으로 측정한다. 노인장기요양시설은 노인
장기요양보험공단에서, 요양병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서비스의 질
을 평가하여 등급을 정한다. 서비스의 다양한 차원을 고려하여 등급을
결정하며, 이용자들도 공개된 등급 정보를 바탕으로 서비스 기관을 선택
하므로 등급을 서비스 질을 측정하기에 적절한 지표로 선정하였다. 특정
지역의 노인 장기의료 및 요양서비스의 질은 지역 내 노인장기요양시설
들 및 요양병원들의 서비스 등급을 각각 평균하여 구하였다. 이는 2014
19)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는 급여유형이 ‘입소시설 10인 미만’, ‘입
소시설 10인 이상 30인 미만’, ‘입소시설 30인 이상’으로 구분되어있다. 정원이 9
인 미만이어야 하는 공동생활가정이 ‘10인 미만’ 유형의 대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보아 해당 유형을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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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재가서비스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지역별 서비스 질을 기관 평균으로
측정한 이기주·석재은(2019)의 측정방식과 동일하다.
본 연구는 시장 단위를 지역, 그 중에서도 기초지방정부의 지역 단위
인 시군구로 설정하여 지역 내 기관들의 등급 평균값으로 지역이 서비스
질 수준을 측정하였다. 시장의 경쟁 수준이 개별 기관이 아닌 시장 내
전반적인 서비스 품질 수준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고자 하기 때문이
다(이기주, 2018).
시장의 단위는 고정적으로 정해지지 않는다. 인접한 시군구의 기관이
더 가까워 이를 이용하는 사례도 있다. 그러나 시군구는 비교적 동질한
성질을 지닌 지역사회 단위로서 다양한 실증분석에 사용되었다는 장점이
있다(이민홍·고정은·김순은, 2015; 최지민·김순은, 2016). 또한, 기초지방
정부의 지리적 행정구역으로서 기초지방정부의 규제 의무를 측정할 수
있는 단위로도 적절하다.
서비스 등급은 요양병원과 장기요양서비스 모두 5단계로 구성되어있
다. 본 연구에서는 평가에서 제외되었거나 등급 판정 불가를 받은 경우
에는 가장 낮은 등급보다 한 단계 낮은 등급으로 측정하였다. 예를 들어,
5등급이 가장 낮은 등급이라면 평가 제외된 시설은 6등급을 부여하였다.
평가 제외 혹은 등급 판정 불가에 해당하는 사례들은 당해 폐업 혹은 평
가를 위한 자료 미비 등에 해당한다. 평가를 회피할 목적으로 평가기간
에는 회피하였다가 다시 설립신고를 하고 운영을 재개하는 업체들이 상
당하다(석재은, 2017: 436)20). 폐업 혹은 자료 미비 업체들은 서비스 질
이 상당히 낮거나, 낮은 서비스 질을 숨기기 위해 일종의 불법행위까지
감수한다고 보아, 가장 낮은 점수를 부여하였다. 이후 가장 높은 등급이
6점이 되고 가장 낮은 등급이 1점이 되도록 재코딩한 후, 이를 평균하여
지역 값을 구하였다.
20) 석재은(2017: 436)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4년 사이 폐업한 장기요양기관 중
약 26.2%(4,620개소)가 폐업과 재설립을 반복하였으며, 이는 평가를 회피하기 위
함으로 추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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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기관에 의해 측정된 등급으로 서비스 질을 측정하는 것에 한계는
존재한다. 공식적인 등급은 5단계에 불과하므로, 기관 간 서비스 질의 세
밀한 차이를 측정하기는 어렵다.21) 그러나 전국의 모든 기관을 대상으로
단일 기관에 의해 비교적 일관된 방법으로 평가된 자료가 가지는 장점도
크다(Forder & Allan, 2014; 이기주·석재은, 2019). 요양병원 및 장기요양
서비스 모두 다양한 지표에 의해 다차원적으로 질이 측정되고 있으며,
이는 전국 기관에 공통적으로 적용된다.22) 비록, 실제 이용자가 느끼는
주관적인 질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고, 평상시 운영 현황을 알 수 없는
외부기관의 평가라는 점에서는 한계가 있으나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해서
는 등급 자료가 가장 적절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요약하자면,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총 3개-지역별 요양병원의 질 평
균, 시설서비스의 질 평균, 재가서비스의 질 평균-이다. 품질 규제 변수
2개와 지역 소득 변수 2개가 번갈아 투입되므로, 연구모형은 총 12개이
다. 각 연구모형에서 종속변수를 제외한 나머지 변수들의 측정값은 같다.
다만, 시장집중도는 같은 유형인 서비스 기관들의 시장 내 경쟁 수준을
의미하므로 유형별로 따로 측정된다.

2. 독립변수 및 조절변수
1) 경쟁 요인
지역 내 기관간 경쟁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로는 허쉬만-허핀달
21) 요양병원은 등급 산정의 기반이 되는 개별 기관의 종합점수, 혹은 지표별 점수
를 공개하고 있지 않다. 장기요양서비스는 가장 최근 평가에서만 개별 기관의 지
표별 점수를 공개하였다.
22) 예를 들어, 2018년 실시된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는 구조 평가지표 9개, 진료 평
가지표 13개, 모니터링 지표 15개로 측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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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수(HHI: Hirschman-Herfindahl index)를 사용한다. 허쉬만-허핀달 지
수는 주로 산업집중도 혹은 시장집중도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지표
로, 특정 산업 혹은 시장의 경쟁 수준을 나타낸다. 구하는 방식은 시장
내 존재하는 모든 기업들의 시장점유율을 제곱하여 합계를 내는 것이며,
시장점유율은 주로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다. HHI가 낮을수록 시장집중
도가 낮아 경쟁적이며, HHI가 높을수록 시장집중도가 낮아 경쟁이 약한
독과점 시장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경우, 노인 장기의료 및 요양서비스 시장은 수가를 기준으
로 하는 준시장이므로 매출 기준으로 시장점유율을 구하는 것은 부적절
하며, 자료를 수집하는 것도 거의 불가능하다. HHI 산정 단위는 매출액,
병상수, 환자수 등 다양한 단위들이 사용되는데, 어떤 단위를 쓰는가는
방법론적으로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김대중 외, 2013). 노인 장기의료
및 요양서비스 시장에서 판매수량은 이용자의 수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
다. 즉, 각 지역의 노인 장기의료 및 요양서비스 총 이용자의 수가 시장
의 규모이며, 각 기관의 이용자 수를 시장 규모로 나눈 것이 해당 기관
의 시장점유율이 된다.
다만, 이용자 현원은 시시각각 변화하기 때문에 건강보험공단은 요양
병원과 장기요양서비스 모두 특정 시점의 이용자 현원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이에 요양병원 및 시설서비스는 병상수 및 정원을 기준으로
산출하였다. 한편, 재가서비스는 주야간보호 및 단기보호 유형을 제외하
면 정원이 따로 정해져있지 않으며 마찬가지로 현원 정보도 제공하고 있
지 않다. 이에 직원 수를 기준으로 시장점유율을 산출하였다.
지역 내 모든 기관의 시장점유율을 각각 제곱한 후 합계를 낸 것이
해당 지역의 HHI 값이 된다. 이때, 종속변수와 마찬가지로 요양병원, 장
기요양 시설서비스, 장기요양 재가서비스 시장의 HHI 지수는 따로 구하
고, 각 유형별 모형에 투입한다. 다만, 요양병원의 경우 시군구 내에 한
곳도 없는 지역들이 존재하며, 이때는 HHI를 산정할 수 없다. 해당 관측
치들은 부득이하게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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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품질 규제 요인
현재 요양병원 및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제정 혹은 실시되고 있는
규제들은 상당수가 중앙정부에 의한 전국적 규제들이다. 가격 규제, 진입
규제가 모두 보건복지부 및 산하 기관들에 의해 전국에 동일하게 제정
및 집행되고 있다. 전국에 동일하게 집행되는 규제는 지역, 즉 시장간 분
산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분석에 적용하기 어렵다.
품질 규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분석에 적용가능
하다. 현 제도 하에서 규제자로서의 지방자치단체는 장기요양기관을 대
상으로 상시 관리감독을 할 권한과 의무를 진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
체는 정기적으로 기관들을 방문하여 지도·점검을 한다. 신고 및 민원이
접수되는 기관들에 대해서는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 또한, 건강보험공단의 평가 결과 기준에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거나 부당청구 등의 징후가 있을 때 공단이 지자체
에 현지조사를 의뢰하기도 하며, 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지자체가 현
지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 지자체의 현지조사는 공단에 보고할 의무가
없이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집행한다. 따라서 현지조사 수준은 지자체의
품질 규제 의지와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라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관할 지역 내 문제가 발생한 장기요양기관23)에 지자체
23) 관할 요양병원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가 상시 관리감독을 실시하며 담당부서
는 보건소이다. 그러나 요양병원을 포함한 의료기관에 대해 지자체가 현지조사를
실시하지는 않으며 이는 공단의 소관이라는 답변을 다수의 보건소로부터 받았다.
또한, 접수되는 신고 및 민원이 매우 많아 이를 모두 문서로 기록하지는 않지만,
신고 및 민원건에 대해서는 100% 대응한다는 응답을 받았다. 이와 같이, 문서화
된 정보가 매우 적고 신고 및 민원에 대한 대응 수준도 지자체마다 유사할 것으
로 볼 때 품질 규제 수준 측정에 부적합할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장기요양기관
에 대한 현지조사만을 측정하였고, 해당 변수를 요양병원 모형에도 적용하였다.
이는 ‘해당 지자체가 관할 지역에 있는 노인 대상 서비스 기관에 얼마나 엄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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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대응했는지를 측정하기 위한 자료로 현지조사 자
료를 활용하였다.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신고 또는 민원이 들어온 건수
및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기준 미흡을 이유로 현지조사를 의뢰 받은 건
수 대비 지자체가 현지조사를 시행한 횟수로서 품질 규제 수준을 측정하
였다.
기초지자체의 현지조사에 관하여 이미 공개된 자료는 없기 때문에, 각
지자체에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정보공개청구 접수는 11월 29일에 실
시하였으며, 사이트24) 운영 방침 상 12월 12일이 공개 마감일로 정해짐
에 따라 12일까지 모든 지자체로부터 답변을 받았다. 일부 지자체는 정
보 부존재를 이유로 종결처리하기도 하였으나 대부분의 지자체는 정보를
공개하였다.
2011년부터 최근까지의 정보공개를 요청하였으나 지자체별로 공개한
자료의 시점은 달랐다. 어떤 지자체들은 2011년 값부터 공개하였으나, 어
떤 지자체들은 법률상 정보보관 시기가 정해져있어 과거의 값을 없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한 지자체 내에서도 어떤 해에는 문제화된 기관이 없
어 자연스럽게 현지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반면, 신고 및 민원이 접수
되었을 때는 현지조사를 적극 실시하여 연도마다 값이 크게 차이가 났
다. 따라서 비교적 응답한 값이 많은 시점인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의
취합값을 측정에 활용하였다.
한편, 지자체들이 응답한 기준이 다소 달라 연속변수로 측정하기는 부
적절할 것으로 보았다. 이에 (현지조사 횟수)/{(신고 또는 민원 건수)+
(공단의 현지조사 의뢰 건수)}로 비율을 산출한 후, 2분위로 나누어 낮은
값을 ‘낮음(0)’으로, 높은 값을 ‘높음(1)’으로 더미변수화하였다. 두 분위수
가 나누어지는 지점은 약 97%이다. 즉, 100%를 ‘높음’으로 코딩한 셈이
다. 이는 신고 또는 민원이 들어온 기관과 공단이 현지조사를 의뢰한 기
관이 같을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100%라는 값은 비교적 적극적
게 품질 규제를 집행하는가’로 넓게 해석한 것이다.
24) ope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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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본 것이다.
어떤 지자체들은 신고 또는 민원, 공단 의뢰가 없었음에도 현지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응답하였다. 이 경우 분모가 0이 되어 값을 산출할 수 없
으므로, 적극적으로 현지조사를 시행한 것으로 해석하여 ‘높음(1)’로 코딩
하였다. 이에 해당하는 지자체는 총 3곳이다. 이와 달리 신고 또는 민원,
공단 의뢰도 없고 현지조사 횟수도 0인 지자체들은 ‘낮음(0)’으로 코딩하
였다. 문제화된 기관이 5년간 한 곳도 없었다는 점은 비현실적인 상황으
로 가정하고, 품질 규제 의지가 비교적 낮은 것으로 보았다.
이에 더하여, 본 연구에서는 또 다른 품질 규제 변수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제정 여부를 적용하였다. 지방정부
의 조례는 지방정부의 입법권이 발현된 것으로, 중앙정부의 정책과 별도
로 지방정부 고유의 정책방향성을 나타낸다. 위임사무를 이미 집행하고
있더라도 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다면 해당 사무에 정책 역량을 보다
집중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들은 요양병원 또는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조례들
을 다수 제정하였다. 지방자치단체가 직영하는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저소득주민에게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하는 조례 등이 다
수를 차지한다. 해당 조례들은 지역 내 노인 장기의료 및 요양서비스의
공급을 늘리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도입된 조례이므로, 기관의 가
격·진입·품질을 규제하는 조례로 보기는 어렵다.
규제의 성격을 띠는 조례는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가 거의 유일하다. 각 시군구마다 세부 내용이 다소 다르기는
하지만, 해당 조례들은 공통적으로 지역 내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요
양보호사의 처우 및 지위를 개선하기 위해서 정기적인 실태조사, 처우개
선 사업, 폭력으로부터의 보호와 내부고발자의 신분보장을 위한 적극적
인 조치, 요양보호사지원센터의 설립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사회서비스 종사자인 요양보호사의 처우를 개선하려는 규제 정책은
서비스 품질을 제고하려는 목적을 지닌다(안수란 외, 2018). 구체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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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조례가 지니는 품질 규제의 성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무리하고 불
법적인 비용감축을 차단하여 서비스 품질 악화를 방지하고자 한다. 내부
고발자의 신분보장 규정을 통해 내부자인 요양보호자가 기관의 불법 행
위를 고발하도록 독려한다. 둘째, 서비스 품질의 핵심요소인 인력을 보호
하고자 한다.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며 임금을 삭감하는 행위, 폭력 등으로
부터 요양보호사를 보호하는 규정들로 조례가 구성되어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분석단위인 기초지자체 혹은 상위 광역지방정부
가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조례를 제정하였는지 여부를 더
미변수화하여 지역의 규제 집행 수준을 측정하였다. 종속변수의 가장 최
근 연도가 2018년이므로, 시차변수로서 2017년까지의 조례 제정 여부로
측정하였다. 다만,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조례가 제정되기 시작하였고
그 이전에는 사례가 거의 없기 때문에25) 2017년 제정 여부 값을 그 이
전 연도에도 소급 적용하였다.

3) 지역 소득 요인
지역 간 형평성 문제는 주로 지역의 소득수준 차이로 인한 서비스 공
급의 차이에 주목한다. 지역의 소득수준에 따라 서비스의 공급량과 질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의 소득수준에 따라 경쟁과 서비
스 질 간의 관계가 조절될 수 있는 가능성에 주목하고자 한다. 지역 소
득 요인이 경쟁의 효과를 조절한다면, 도시와 농촌, 고소득지역과 저소득
지역에서 시장화 정책은 다르게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지역 소득 요인으로는 먼저 도시와 농촌 간 차이를 사용하였다. 도시
와 농촌은 소득의 차이뿐만 아니라 인구 규모와 구조의 차이 등 다차원
적으로 큰 차이를 보여 정책적으로도 중요한 유형이다. 측정은 구를 도
25)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조례’는 서울특별시가 최초로 2016년에 제
정함. 이후 타 지방정부들이 제정한 시점은 모두 2016년 이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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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로, 군을 농촌으로 분류하였다. 시는 도시와 농촌의 중간에 위치하지만
상대적으로 도시에 가까운 성격으로 해석하였다(곽채기·김병수, 2012; 문
병근·하종원, 2007). 시군구를 기준으로 도시와 농촌간 차이를 분석하는
방법은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활용하는 측정법이다(곽채기·김병수, 2012;
문병근·하종원, 2007; 이경은·김순은, 2015). 보다 엄밀하게는 읍면동 수
준에서 동과 읍을 도시로, 면을 농촌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
다.26) 그러나 읍면동 수준은 분석에 필요한 다양한 자료를 획득하기 어
려울 뿐만 아니라 규제 단위로 부적합하며, 시장의 단위가 되기에도 지
나치게 작다고 판단하였다.
도시와 농촌간 차이와 함께, 지역 소득수준을 직접 측정한 변수도 적
용하였다. 이는 도시 및 농촌이라는 차이를 통제하였을 때, 즉 같은 구,
시, 군 수준에서 지역의 소득수준이 변화할 때도 경쟁에 같은 영향을 미
치는지 확인하기 위함이다. 지역 소득수준은 1인당 지방세로 측정하였다.
1인당 지방세는 지역의 소득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주로 사용되는 지표
중 하나이다(전보영 외, 2012; 이경은·김순은, 2014; 하능식·임성일,
2007). 지역의 소득수준을 보다 직접적으로 측정하는 지표로 GRDP가 있
지만, 현재 시군구 단위의 GRDP는 일부 연도만 공개되고 있다. 구득가
능하면서, 시군구 단위의 소득수준을 측정하는 연구들에 활발히 사용되
고 있는 주민1인당 지방세를 구매력 측정 지표로 선정하였다. 단, 기초지
자체의 지방세만 측정 시 도시인 구의 1인당 지방세가 시 또는 군보다
낮은 역전 현상이 나타난다. 따라서 상위 광역지자체의 1인당 지방세를
합산하여 측정하였다.

3. 통제변수
통제변수로는 고령화율과 연도 더미를 투입하였다. 고령화율은 전체
26)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도시계획현황 상 분류방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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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대비 65세 이상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한다. 65세 이상 노인
은 노인 장기의료 및 요양서비스를 현재 이용하는 이용자이거나, 가까운
미래에 이용할 가능성이 높은 잠재수요자이다. 이와 같은 수요의 규모는
지역 내 서비스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Darton et al., 2010; Forder
& Allan, 2014).
또한, 시간효과를 통제하기 위하여 연도 더미변수를 모형에 투입하였
다. 평가 시기에 발생한 특별한 사건 혹은 평가 방식의 변화를 통제하기
위함이다. 본 연구에서 요양병원 및 장기요양 시설서비스 모형은 종속변
수를 기준으로 2015년에서 2018년으로 시간적 범위가 동일하다. 그러나
재가서비스 모형은 종속변수를 기준으로 2014년에서 2016년으로 다소 다
르다. 약 1~2년 정도의 시차가 있는 셈이다. 이는 현재 시점에서 재가서
비스의 최근 평가가 2016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발생하는 한계이다. 그
러나 해당 기간 동안에는 장기요양보험 및 기관에 관하여 중대한 정책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연도별 고유의 특성은 연도 더미로서 어느
정도 통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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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변수
종속변수
요양병원
서비스 질
서비스 시설서비스
질
질
재가서비스
질
독립변수
경쟁 시장집중도
요인
조절변수
품질
규제
요인

<표 3-1> 연구 모형 및 자료
측정

자료

요양병원 등급 평균
시설서비스 등급 평균
(10인 이상 시설)
재가서비스 등급 평균
(방문요양)

요양병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평가등급 및 기관정보’
(정보공개청구)
장기요양서비스: 국민건강보험공단,
‘평가등급 및 기관정보’
(정보공개청구)

HHI/10000

종속변수와 동일

2017년까지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조례’ 제정
조례
국가법령정보센터
여부
(더미변수: 미제정 0, 제정 1)
각 기초지방자치단체,
(현지조사 횟수)/{(신고 또는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민원
현지조사 실적’
건수)+(공단 의뢰 건수)}
(정보공개청구)
도시-농촌
시군구 더미
지역
지방재정365, ‘주민1인당 지방세
1인당 지방세(천 원)
소득수준
부담액’

지역
소득
요인
통제변수
수요
평가 시기

고령화율(%)
연도 더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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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고령인구비율’

<표 3-2> 연구 모형 및 자료 (시점별)
변수

측정

모형별 시점
요양 시설 재가
15‘ 18‘ 15‘ 18‘ 14‘ 16‘
13‘ 15‘ 13‘ 15‘ 12‘ 14‘

종속
서비스 질
시설유형별 등급 평균
변수
독립 경쟁 시장집중도
HHI/10000*
변수 요인
요양보호사 2017년까지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조례’ 제정 17‘ 17‘ 17‘ 17‘ 17‘ 17‘
품질 처우개선
조례
여부**
규제
조절 요인 현지조사 (현지조사 횟수)/{(신고 또는 17‘ 17‘ 17‘ 17‘ 17‘ 17‘
*** 민원 건수)+(공단 의뢰 건수)}
변수
시군구 더미
- - - - - 지역 도시-농촌
소득 지역
1인당 지방세(천 원) 14‘ 17‘ 14‘ 17‘ 13‘ 15‘
요인 소득수준
수요
고령화율(%)
14‘ 17‘ 14‘ 17‘ 13‘ 15‘
통제
변수
평가 시기
연도 더미
- - - - - * 시장집중도는 종속변수를 기준으로, 직전 정기평가 당시의 공급량(병상수, 직원수) 값을
활용하여 측정함
** 2017년까지의 제정 여부를 그 이전 값에 소급적용함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의 취합값으로 측정함

위 연구모형을 도식화하면 다음 <그림 3-1> 및 <그림 3-2>와 같다.
공통적으로, 지역 내 기관간 경쟁 수준, 반대로 보면 독점 수준이 지역
내 전반적인 서비스 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이 때, 경쟁(독점)이
서비스 질에 미치는 영향이 품질 규제의 수준 또는 지역 소득의 수준에
따라 조절되는지 검증한다. 통제변수로는 지역 전반의 서비스 질에 영향
을 미칠 수 있는 수요 요인 및 서비스 질 측정에 사용된 등급 평가가 실
시된 연도를 모든 모형에 공통적으로 투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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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연구모형(1)

<그림 3-2> 연구모형(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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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분석 방법
본 연구의 주요 분석 대상은 노인 장기의료 및 요양서비스이다. 사회
서비스에는 준시장 정책이 활발하게 도입되어왔다. 특히, 고령화가 급속
히 진행됨에 따라 공급을 빠르게 늘리기 위한 조치로서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서비스 영역의 준시장화가 이루어졌다. 한편으로, 급속한 시장
화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하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공공성을
회복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면서 정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즉,
한국의 노인 장기의료 및 요양서비스 영역은 준시장 정책이 지난 10여
년간 적극적으로 집행된 영역이면서, 정부기제와 시장기제의 다양한 특
성이 혼합된 영역이다. 따라서 준시장에서 경쟁이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포착하기 용이한 정책영역일 것으로 판단하였다.
구체적인 서비스 유형으로는 요양병원, 장기요양 시설서비스, 재가서
비스를 선정하였으며, 서비스 유형별 지역 내 평균적인 서비스 질 수준
에 시장 내 기관 간 경쟁수준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에 더하여
시장 특성 중 규제 수준, 도시-농촌 여부, 지역 소득수준이 경쟁과 질
관계를 조절하는지 분석하였다. 이는 주로 한 가지 유형에 대해서 분석
하는 기존 연구와 다른 점이다(권현정·홍경준, 2015; 이기주·석재은,
2019). 많은 정책이 중앙집중적으로 결정되고 전국에 균일하게 집행되는
한국에서는, 경쟁과 질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준시장의 특성들이 전국
에 동일한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강력한 가격규제인 수가는 전국에 동
일하게 적용된다. 서로 다른 서비스 유형들을 분석대상으로 하여 결과를
비교하면, 유형별로 다르게 나타나는 준시장의 특성과 그 영향력을 분석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나아가, 가능한 다양한 유형을 분석함으로서
분석결과와 함의를 노인 장기의료 및 요양서비스 외의 영역에도 적용해
볼 수 있는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분석 단위는 지역이며, 구체적으로는 기초지방정부의 행정구역인 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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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를 시장으로 정의한다. 이는 개인 또는 조직 수준을 분석단위로 하는
미시적 연구, 국가를 분석단위로 하는 거시적 연구와는 다른, 일종의 중
범위 수준의 연구라 볼 수 있다.
먼저, 국가 수준으로 분석을 실시하면 국가 간 다른 제도들의 특성을
분석에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으나, 분석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
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국가를 시장
의 단위로 보기에는 너무 넓다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경쟁이 이루어
지는 시장의 단위를 적절하게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시장 밖의 기관
은 경쟁자가 아니므로 시장의 경쟁 및 서비스 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다.
거시 수준을 제외한다면 중범위 수준 및 미시적 수준의 연구가 가능
하다. 본 연구는 서비스 기관의 질 수준에 관심을 두므로 만약 미시적
수준으로 연구를 한다면 분석단위는 조직이 될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
는 조직의 인적, 물적 자원을 통해 서비스 품질을 관리하려는 전통적 행
정학의 관점보다는, 다양한 공급자들의 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를 관
리함으로서 서비스 질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신공공관리론적 관점
을 취한다. 전자가 조직론적 관점이라면, 후자는 산업조직론적(industrial
organization) 관점이라 볼 수 있다. 개별 조직의 특성과 내부통제보다는,
조직이 속해있는 시장과 지역 수준의 변수에 중점을 두고자 한다.
미시적 관점에서 본다면, 시장의 경쟁 혹은 독점 수준이 변화할 때 각
기업의 행태는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 시장의 경쟁은 공급자들에게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시장 전반의 독점 수준이 증가할 때 독
점기업과 그 외 소규모 기업의 행태와 그 결과는 서로 다를 것이다. 그
러나 본 연구는 거시적인 총량 관점의 결과, 즉 시장 전반의 서비스 질
에 관심을 둔다. 시장 전반의 서비스 질이 향상될수록, 소비자들의 시장
내에서 서비스 질이 높은 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강화될 것으로
보았다.
분석 방법에 있어 본 연구는 양적 방법을 적용한다. 본 연구에서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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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변수는 서비스의 질과 시장의 경쟁수준이다. 질적 연구방법은 해당
변수들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의 관계를 깊이 있게 분석하는 장
점이 있겠으나, 주요한 변수들의 수준을 주관적으로 측정할 위험이 있다.
예를 들어, 서비스 공급자들은 대체로 자신이 속한 시장의 경쟁수준을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완전독점이 아닌 이상, 시장의 경쟁자는 그
수에 상관없이 상당한 위협요인이기 때문이다. 이 경우 객관적으로 경쟁
수준이 높은 지역과 낮은 지역간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거나, 왜곡되어
나타날 우려가 있다. 보다 정확한 연구결과를 위해서는 각 변수를 수치
로 측정하여 분석하는 양적 분석방법이 보다 적절할 것으로 보았다.
구체적인 분석방법은 일반화최소자승법(Generalized Least Squares,
GLS)이다. 서비스 유형별로 최대 2개년치 평가 자료만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패널분석은 적절하지 않다. 그러나 일반적인 최소자승법
(Ordinary Least Squares, OLS)을 적용하기에는 시계열 자료의 특성 상
자기상관(autocorrelation)이 클 것으로 예상되었으며, 시설서비스와 재가
서비스 질을 종속변수로 하는 모형에서는 이분산성이 발견되었다.27) 이
에 이분산성과 자기상관 문제를 줄일 수 있는 일반화최소자승법을 적용
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양병원 모형은 동분산성을, 시설 및 재가서비
스 모형은 이분산성을 가정하였으며, 모든 모형에는 자기상관이 있다는
가정을 설정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내생성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서 모든 독립변수에 대해
종속변수 이전의 값을 사용하는 시차변수(lagged variable)를 활용하였
27) 이분산성 검정을 위해 Breusch-Pagan / Cook-Weisberg 검정을 실시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요양병원 모형 chi2(1)=82.40 (P-value = 0.0000)
시설서비스 모형 chi2(1)=0.30 (P-value = 0.5818)
재가서비스 모형 chi2(1)=4.56 (P-value = 0.0327)
즉, 요양병원 모형은 동분산성을 충족하였으나, 시설서비스는 이분산성이 나타났
다. 재가서비스 모형도 1% 유의수준에서는 동분산성 가정이 기각되는 것으로 나
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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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시장집중도는 종속변수 기준 1년 전 값이 아닌, 직전 평가 연도의 값
을 사용하였다. 예를 들어, 요양병원의 2018년 서비스 질이 종속변수인
관측치에는 2015년 시장집중도 값이 할당되었다. 등급평가는 주로 격년
에 한 번 실시되지만, 어떤 해에는 연이어 실시되기도 하고 어떤 해에는
3년 만에 실시되기도 하였다. 이렇듯 조사 시기가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공급량을 활용하여 측정되는 시장집중도의 경우 1년 전 값을 일관되게
측정에 사용할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직전에 평가가 실시되었
던 해에 산출된 공급량 자료를 바탕으로 계산한 값을 시차변수 값으로
적용하였다.
부가적으로 주요 변수들간의 관계를 살피기 위한 기초통계분석을 실
시하였다. 품질 규제 수준 및 도시-농촌 차이에 따른 서비스 질과 시장
집중도 차이를 T검정 및 ANOVA 분석을 통해 검증하였다. 또한, 서비
스 질의 전국적인 분포와 지역별 차이를 시각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지리
정보시스템(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GIS) 프로그램인 QGIS를
사용하여 전국 시군구별 서비스 질 분포를 지도이미지로 만들어 제시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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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분석 결과
제 1 절 기술통계
종속변수인 지역 내 서비스 질의 유형별 기술통계 값은 다음 <표
4-1>과 같다. 서비스 질 평균은 최소 1점에서 최대 6점까지 분포할 수
있다. 먼저, 각 지역별 요양병원 서비스 질의 평균은 2015년 4.246점,
2018년 4.263점으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장기요양기관 중 10인 이
상 시설서비스 질 평균은 2015년 4.087점, 2018년 4.044점으로 다소 하락
하였으나 큰 차이는 아니었다. 재가서비스 중 방문요양기관의 서비스 질
은 2014년 3.521점에서 2016년 4.069점으로 상승하였다. 그러나 이는
2015년부터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평가방식이 변화함에 따른 차이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종속변수
요양병원 질 평균
시설서비스 질 평균
(10인 이상)
재가서비스 질 평균
(방문요양)

연도
2015
2018
2015
2018
2014
2016

<표 4-1> 종속변수의 특성
평균
4.246
4.263
4.087
4.044
3.521
4.069

표준편차 최소값
0.879
1
0.852
1
0.723
1.5
0.658
2.25
0.514
1.9
0.539
2.4

최대값
6
6
6
6
5
5.8

빈도
199
200
226
225
226
225

독립변수인 시장집중도의 특성은 다음 <표 4-2>와 같았다.28) 시장집
중도는 0점에서 1점까지 분포할 수 있다. 그러나 종속변수를 서비스 등
28) 기술통계에 사용된 독립변수의 값은 시차 값이 아닌 실제 연도의 값이다. 다만,
이후에 분석할 상관관계 분석에는 종속변수와 독립변수 간 관계에 주목하므로 시
차 값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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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으로 측정하기 때문에, 등급 값을 얻을 수 없는 지역, 즉 기관이 하나
도 없는 지역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따라서 최소값은 0점보다 크다.
모든 유형에서 최대값은 1이었는데, 이는 각 서비스 기관이 지역 내
단 한 곳만 존재하는 완전 독점 지역이 존재한다는 의미이다. 시장집중
도, 즉 독점 수준은 평균적으로 요양병원이 가장 높았으며 재가서비스가
가장 낮았다. 요양병원 시장집중도는 2013년 0.382에서 2015년 0.345로
다소 줄었다. 이는 폐업보다 신설이 많아 경쟁 수준이 증가했음을 의미
한다. 시설서비스 시장집중도는 2013년 0.257에서 2015년 0.245로 다소
줄었다. 재가서비스는 2012년 0.116에서 0.118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
다.
독립변수
요양병원
시장집중도
시설서비스
시장집중도
재가서비스
시장집중도

<표 4-2> 독립변수의 특성

연도
2013
2015
2013
2015
2012
2014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0.382 0.306 0.036
1
0.345 0.290 0.032
1
0.257 0.203 0.026
1
0.245 0.197 0.023
1
0.116 0.137 0.015
1
0.118 0.134 0.013
1

빈도
200
205
226
225
226
225

이어서, 종속변수인 서비스 질 평균과 독립변수인 시장집중도의 분포
를 히스토그램으로 살펴보았다. 분석은 최근 연도의 값만을 대상으로 하
였다. 서비스 질은 대체로 정규분포에 가까운 형태를 띠고 있으나, 요양
병원은 높은 등급 쪽으로 다소 기울어있다. 이는 절대평가에서 중간값보
다 높은 등급을 받은 기관이 많고, 이로 인해 지역 질 평균도 중간값보
다 높은 지역이 많음을 의미한다. 반면, 장기요양 시설서비스와 재가서비
스 질 평균의 분포는 절대평가 값임에도 불구하고 정규분포에 가까운 형
태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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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평균과 달리 시장집중도는 낮은 수준, 즉 경쟁 수준이 높은 지역이
독점 수준이 높은 지역보다 더 많았다. 이는 기관이 다수 존재하는 지역
이 많고, 지역 내 기관 규모가 비교적 비등함을 암시한다.29)
<그림 4-1> 서비스 질 및 시장집중도 히스토그램

장기요양기관과 달리 요양병원은 시장집중도가 낮은 지역이 많음에도
29) 예를 들어, 시장점유율이 동일한 2개 기관이 존재한다면, 해당 시장의 시장집중
도는 0.5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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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집중도가 1인 지역도 상당수 존재한다.30) 시설서비스 또는 재가서비
스와 달리 요양병원은 지역 내 단 한 곳만 존재하는 곳이 많다는 의미이
다.31)
<표 4-3> 2018년 시장집중도가 1인 지역의 요양병원 현황

지역
설립주체 등급점수
강원 삼척시 의료법인
3
강원 인제군 의료법인
1
강원 철원군 의료법인
3
경기 연천군 의료법인
4
경남 남해군 공립
3
경북 문경시 공립
5
경북 봉화군 공립
4
*등급점수: 6점=1등급 ~ 1점=등급제외

지역
경북 영덕군
경북 울릉군
전남 고흥군
전남 진도군
전북 무주군
전북 순창군
충남 계룡시
충북 단양군

설립주체
의료법인
공립
공립
공립
개인
의료법인
의료법인
공립

등급점수
4
1
4
4
3
5
4
4

2018년 기준으로 시장집중도가 1인 곳, 즉 요양병원이 1개인 지역은
강원도 3곳, 경기도 1곳, 경상남도 1곳, 경상북도 4곳, 전라남도 2곳, 전
라북도 2곳, 충청남도 1곳, 충청북도 1곳이다. 이들 기관의 서비스 질 평
균은 3.467점으로, 같은 해 요양병원 서비스 질 평균인 4.263점보다 낮은
30) 시장집중도가 1인 관측치들과 그 밖의 관측치들이 상당히 떨어져있어 시장집중
도 1이 이상값(outlier)처럼 보인다. 그러나 요양병원은 비교적 대규모인 곳이 많
아 한 지역에 1곳만 위치하는 지역이 자연스럽게 형성되며, 아예 없는 지역도 있
다. 따라서 시장집중도가 1인 관측치들을 이상값으로 간주하여 분석에서 제외하
는 것은 현실적합성이 오히려 떨어질 수 있다. 시장집중도 1인 관측치를 제외 시
에 분석 결과가 크게 달라진다면 문제가 될 수 있으나, 별도의 검증 결과 해당
관측치를 제외해도 독립변수인 시장집중도의 방향성은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에 관한 검증과정은 <부록-1>에서 설명하였다.
31) 본 연구에서는 건강보험공단의 제공 자료에서 시장집중도를 측정할 수 있는 지
표(요양병원의 경우 병상수)가 있는 기관만을 대상으로 시장집중도를 산출하였으
므로 실제 현황과는 다소 다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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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이다. 두 곳은 1점으로, 공단의 등급 평가에서 제외된 기관들이다.
조절변수 및 통제변수의 기술통계 값은 다음과 같다. 먼저, 품질 규제
의 경우, 2017년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를 해
당 기초지방정부 혹은 상위 광역지방정부에서 제정한 지역은 총 105곳이
었다. 광역지방정부는 대전광역시, 경상남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충청남
도이다. 기초지방정부는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 안성시, 전남 곡성군, 전
남 나주시, 전남 무안군, 전남 영광군, 전남 영암군이다. 기초지방정부와
광역지방정부가 모두 해당 조례를 제정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있음(1)’으
로 코딩하였다. 품질 규제 요인 중 현지조사 수준은 2분위로 나누어 코
딩한 것이므로 각 관측치의 개수는 거의 같다.
<표 4-4> 조절변수(품질 규제)의 특성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조례
분류 빈도(지자체 수)
없음
122
제정됨
105
총계

현지조사
분류 빈도(지자체 수)
낮음
114
높음
113
227

지역 소득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1인당 지방세는 기초지방정부의 값과
광역지방정부 본청의 값을 합산하여 구하였다.32) 예를 들어, 서울 관악구
의 1인당 지방세는 관악구청의 1인당 지방세와 서울 본청의 1인당 지방
세를 합산하여 구하였다. 1인당 지방세는 2013년 약 97만 2,180원에서
2017년 127만 4,208원으로 꾸준히 증가하였다. 통제변수인 고령화율도
2013년 17.25%에서 2017년 19.50%로 꾸준히 증가하였다.33)
32) 본청의 값을 합산하지 않으면 소득수준이 높은 ‘구’의 1인당 지방세가 ‘군’보다
낮은 역전 현상이 나타난다.
33) 해당 값은 각 지역의 고령화율을 단순산술평균한 값이기 때문에, 전국 65세 이
상 인구를 전국 인구로 나눈 실제 고령화율과는 다르다. 2017년 한국의 고령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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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변수
1인당지방세(천원)

고령화율(%)

<표 4-5> 통제변수의 특성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3
2014
2015
2016
2017

평균
972.18
992.32
1074.29
1171.60
1274.208
17.25
17.80
18.28
18.73
19.50

표준편차
271.34
259.62
281.47
292.65
322.6303
7.63
7.72
7.79
7.86
7.94

최소값
552.00
573.00
639.00
706.00
758
5.86
6.10
6.39
6.65
7.00

최대값
2045.00
2067.00
2236.00
2355.00
2551
34.62
35.68
36.59
37.49
38.20

빈도
226
226
226
226
226
226
226
226
226
226

이어서, 연속변수인 주요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
과 같다. 종속변수 중 요양병원 및 장기요양 시설서비스 는 자료의 최근
시점이 2018년이고 장기요양 재가서비스는 최근 시점이 2016년이므로,
각각 나누어 해당 연도의 자료만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단
위는 지역(시군구)이다.
먼저, 요양병원 질 평균은 요양병원 시장집중도 및 고령화율과 상관관
계를 보였다. 요양병원 시장집중도가 높아 독점적일수록, 고령화율이 높
을수록 요양병원 질은 낮았다(시장집중도: r=-0.360, p<0.001; 고령화율:
r=-0.303, p<0.001). 시설서비스의 질은 다른 변수들과 상관관계를 나타
내지 않았다. 요양병원 시장집중도는 시설서비스 시장집중도 및 고령화
율과 정의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시설서비스HHI: r=0.350, p<0.001; 고
령화율: r=0.520, p<0.001), 1인당지방세가 높을수록 낮아졌다(r=-0.208,
p<0.01). 고령화율은 시설서비스 시장집중도와도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
다(r=0.222, p<0.01).
은 14.2%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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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서비스와 유사하게 재가서비스 질도 다른 변수와 상관관계를 보
이지 않았다. 재가서비스 시장집중도는 고령화율과 정의 상관관계를 보
였다(r=0.286, p<0.001).
<표 4-6> 변수 간 상관관계 (요양병원 및 시설서비스, 2018년)

요양병원 시설서비스 고령화율 1인당지방세
요양병원 질 시설서비스
질
HHI
HHI
요양병원 질 1.000
시설서비스 질 0.169*
1.000
(0.017)
요양병원HHI -0.360*** -0.016
(0.000) (0.820)
시설서비스HHI -0.067
0.052
(0.344) (0.437)
고령화율 -0.303*** -0.070
(0.000) (0.291)
1인당지방세 0.111
0.016
(0.120) (0.810)
*p<.05, **p<.01, ***p<.001, ( ): P-value

1.000
0.350***
(0.000)
0.520***
(0.000)
-0.208**
(0.003)

1.000
0.222**
(0.001)
0.023
(0.731)

1.000
-0.539***
(0.000)

<표 4-7> 변수 간 상관관계 (재가서비스, 2016년)

재가서비스 질 재가서비스 HHI
재가서비스 질
1.000
재가서비스 HHI
고령화율
1인당지방세

0.098
(0.143)
0.055
(0.415)
-0.087
(0.196)

고령화율

1.000

1인당지방세

1.000
0.286***
(0.000)
-0.147**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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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0.518***
(0.000)

1.000

이어서 연속변수가 아닌 규제 변수 및 도시-농촌 변수를 대상으로 T
검정 및 ANOVA 분석을 실시하였다. 시점은 종속변수의 최근 연도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독립변수는 그에 매칭 되는 시차변수 값으로 분석하
였다.
먼저, 규제 수준에 따른 서비스 질 차이는 요양병원에서만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조례가 없는 지역의 요양병원 질 평균은 4.358, 조례가 있는
지역의 질 평균은 4.133으로 없는 지역의 질이 유의미하게 높았다.
<표 4-8> 조례 여부에 따른 서비스 질 차이(T-검정)

구분
규제 수준
요양병원 질 약:조례 없음
강:조례 있음
전체
시설서비스 질 약:조례 없음
강:조례 있음
전체
재가서비스 질 약:조례 없음
강:조례 있음
전체
*p<.05, **p<.01, ***p<.001

관측치
104
96
200
124
105
229
122
105
227

평균
4.358
4.133
4.250
4.095
3.985
4.045
4.010
4.122
4.062

표준편차
0.914
0.799
0.866
0.645
0.671
0.658
0.533
0.544
0.540

T값
t=1.846*
t=1.263
t=-1.562

규제 수준에 의한 시장집중도 차이는 장기요양 시설서비스 및 재가서
비스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시장집중도의 최대값은 1까지 가능하며,
최소값은 0에 가깝다. 시설서비스의 경우, 조례가 없는 지역의 시장집중
도는 0.280, 있는 지역의 시장집중도 평균은 0.200으로 없는 지역의 독점
수준이 유의미하게 높았다. 재가서비스 시장집중도는 조례가 없는 지역
에서 평균 0.133, 있는 지역에서 평균 0.100으로 조례가 없는 지역에서
독점 수준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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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9> 조례 여부에 따른 시장집중도 차이(T-검정)

구분
규제 수준
요양병원 약:조례 없음
시장집중도 강:조례 있음
전체
시설서비스 약:조례 없음
시장집중도 강:조례 있음
전체
재가서비스 약:조례 없음
시장집중도 강:조례 있음
전체
*p<.05, **p<.01, ***p<.001

관측치
108
95
203
123
105
228
123
105
228

평균
0.331
0.370
0.350
0.280
0.200
0.243
0.133
0.100
0.118

표준편차
0.279
0.313
0.295
0.213
0.167
0.197
0.170
0.067
0.134

T값
t=-0.935
t=3.133**
t=1.865*

다음으로, 현지조사 수준에 따른 서비스의 질 차이에 대하여 T-검정
을 실시하였다. 요양병원의 경우, 현지조사 수준이 낮은 곳의 서비스 질
평균은 4.353로, 높은 곳의 서비스 질 평균인 4.139보다 다소 높았다. 시
설서비스 및 재가서비스에서는 현지조사 수준에 의한 서비스 질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표 4-10> 현지조사 수준에 따른 서비스 질 차이(T-검정)

구분
현지조사 수준
요양병원 질
낮음
높음
전체
시설서비스 질
낮음
높음
전체
재가서비스 질
낮음
높음
전체
*p<.05, **p<.01, ***p<.001

관측치
102
97
199
114
113
227
113
112
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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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4.353
4.139
4.249
3.993
4.088
4.040
4.064
4.064
4.064

표준편차
0.778
0.945
0.868
0.650
0.667
0.659
0.516
0.568
0.542

T값
t=1.753*
t=-1.096
t=0.0082

현지조사 수준에 따른 시장집중도의 차이는 모든 서비스 유형에서 유의미하
게 나타나지 않았다.

<표 4-11> 현지조사 수준에 따른 시장집중도 차이(T-검정)

구분 현지조사 수준
요양병원
낮음
시장집중도
높음
전체
시설서비스
낮음
시장집중도
높음
전체
재가서비스
낮음
시장집중도
높음
전체
*p<.05, **p<.01, ***p<.001

관측치
104
97
201
114
112
226
113
113
226

평균
0.347
0.347
0.347
0.246
0.244
0.245
0.117
0.119
0.118

표준편차
0.299
0.287
0.293
0.200
0.195
0.197
0.124
0.144
0.134

T값
t=-0.002
t=0.091
t=-0.142

다음으로 도시와 농촌 차이에 의한 서비스 질에 대하여 ANOVA 분
석을 실시하였다. 도농 차이에 의한 질 차이는 요양병원 및 시설서비스
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요양병원의 서비스 질은 구 평균 4.631, 시
평균 4.350, 군 평균 3.727로 도시에서 높고 농촌에서 낮았다. 시설서비스
도 마찬가지로 구 평균 4.231, 시 평균 4.036, 군 평균 3.896으로 도시일
수록 질 평균이 높게 나타났다.
도시와 농촌 차이에 따른 시장집중도 차이는 모든 서비스 유형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요양병원은 구 평균 0.236, 시 평균 0.246, 군 평균
0.591로, 구와 시에 비해 군에서 독점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시설서비스
시장집중도는 구 평균 0.305, 시 평균 0.133, 군 평균 0.297로 구와 군에
비해 시에서 경쟁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재가서비스는 구 평균 0.067,
시 평균 0.075, 군 평균 0.201로 군에 비해 구와 시에서 경쟁 수준이 높
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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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2> 도시-농촌 차이에 따른 서비스 질 차이(ANOVA)

구분
요양병원 질

규제 수준
구(도시)
시
군(농촌)
전체
시설서비스 질 구(도시)
시
군(농촌)
전체
재가서비스 질 구(도시)
시
군(농촌)
전체
*p<.05, **p<.01, ***p<.001

관측치
64
75
61
200
69
78
82
229
69
78
80
227

평균
4.631
4.350
3.727
4.250
4.231
4.036
3.896
4.045
4.000
4.095
4.084
4.062

표준편차
0.644
0.610
1.071
0.866
0.555
0.528
0.802
0.658
0.385
0.556
0.632
0.540

<표 4-13> 도시-농촌 차이에 따른 시장집중도 차이(ANOVA)

구분
요양병원
시장집중도

규제 수준
구(도시)
시
군(농촌)
전체
시설서비스 구(도시)
시장집중도
시
군(농촌)
전체
재가서비스 구(도시)
시장집중도
시
군(농촌)
전체
*p<.05, **p<.01, ***p<.001

관측치
65
75
63
203
69
78
81
228
69
78
81
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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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0.236
0.246
0.591
0.350
0.305
0.133
0.297
0.243
0.067
0.075
0.201
0.118

표준편차
0.214
0.195
0.325
0.295
0.239
0.100
0.184
0.197
0.061
0.057
0.183
0.134

F값
F=21.46***
F=5.04**
F=0.67

F값
F=43.31***
F=22.14***
F=31.21***

<그림 4-2>부터 <그림 4-4>까지는 지역별 서비스 질 수준을 GIS를
통해 시각화하여 지역 간 차이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도해한
것이다. 각 수준별로 동일한 수의 시군구가 속하도록 분위수로 구분하였
다.
요양병원 서비스 질 평균이 높은 지역(시군구)은 서울, 부산, 대구에
다수 분포하고 있다. 서비스 질이 높은 5~6분위에 해당하는 지역이 서울
은 22곳 중 13곳(59%), 부산은 15곳 중 8곳(53%), 대구는 8곳 중 5곳
(63%)이었다. 세종, 울산, 제주에는 5~6분위인 지역이 존재하지 않았다.
같은 시도 내에서도 시군구간 편차가 존재하는 것이다. 반대로, 요양병원
서비스 질 수준이 낮은 1~2분위 지역이 많은 곳은 전남(58%, 11곳), 전
북(42%, 5곳), 충남(57%, 8곳), 충북(56%, 5곳), 강원(50%, 5곳) 등이었
다. 대체로 서울 및 광역시에 서비스 질 평균이 높은 지역이 많이 분포
하고, 시도 지역에 서비스 질 평균이 낮은 지역이 다수 분포하는 모습을
보인다.
장기요양 시설서비스의 질 분포의 경우에는 서울 및 광역시와 일반
시도간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는다, 제주(100%, 2곳), 광주(60%,
3곳), 전북(57%, 8곳), 대구(50%, 4곳)순으로 5~6분위에 속하는 지역이
많았다. 1~2분위에 속하는 지역은 강원(61%, 11곳), 경남(61%, 11곳), 경
기(55%, 17곳)에 많았다.
장기요양 재가서비스의 경우, 서비스 질 평균이 높아 5~6분위에 속하
는 지역은 전북(64%, 9곳), 충남(60%, 9곳), 울산(60%, 3곳), 대구(50%,
4곳)에 많았다. 반면, 서비스 질 평균이 1~2분위인 지역은 인천(60%, 6
곳), 대전(60%, 3곳), 제주(50%, 1곳), 서울(48%, 12곳)에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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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요양병원 서비스 질
분포(시군구, 2018년)

<그림 4-3> 시설서비스 질 분포(시군구,
2018년)

<그림 4-4> 재가서비스 질
분포(시군구, 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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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영향 분석
1. 경쟁(독점)이 서비스 질에 미치는 영향 분석
시장집중도, 즉 경쟁 혹은 독점 수준이 지역의 노인 장기의료 및 요양
서비스의 평균적인 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시장집중도는 지역 내 요양병원과 재가서비스 기관의 서비스 질에 영
향을 미쳤다. 시장집중도가 높을수록, 즉 독점 수준이 높을수록 요양병원
의 서비스 질은 낮아졌다(β=-0.601, p<0.001). 반면, 재가서비스의 질은
시장이 독점적일수록 높아지고 경쟁적일수록 낮아졌다(β=1.699,
p<0.001).
기본 모형에서 시장집중도가 시설서비스의 질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
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이후 제시될 조절효과 모형들 중 일부
에서는 유의미하게 나타난다. 모든 모형에서 시장집중도는 장기요양 시
설서비스 질에 정(+)적 영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다. 종합하자면, 요
양병원은 경쟁에 의해 질이 향상되는 반면, 장기요양기관들은 경쟁에 의
해 질이 악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주요 변수 및 통제변수의 영향력은 다음과 같았다. 먼저, 품질 규제
요인 중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곳
은 시설서비스의 질이 높았다(β=0.801, p<0.001). 반면, 재가서비스는 조
례가 제정된 곳이 그렇지 않은 곳보다 서비스 질 평균이 낮았다(β
=-0.407, p<0.001).
또 다른 품질 규제 요인인 현지조사 수준은 시설서비스와 재가서비스
질에 모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현지조사 수준이 높은 곳은 그렇지
않은 곳에 비해 시설서비스(β=-2.090, p<0.001) 및 재가서비스(β=-0.384,
p<0.001)의 질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지역 소득요인 중 1인당 지방세는 시설서비스 및 재가서비스의 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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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 영향을 미쳤으나 그 크기는 작았다(시설:β=-0.000608, p<0.001;
재가:β=-0.000194, p<0.01).
도시와 농촌 간에는 서비스 질 차이가 보다 분명하게 나타났다. 요양
병원의 경우, 구, 시, 군 순으로 서비스 질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시: β
=-0.389, p<0.001; 군: β=-0.826, p<0.001). 시설서비스는 구에 비해 군에
서 서비스 질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군:β=-0.442, 0.05), 이러한
차이는 재가서비스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군:β=-0.572, p<0.001).
마지막으로 수요 요인인 고령화율은 시설서비스의 질에 부(-)적 영향
을 미쳤다(β=-0.0998, p<0.001). 그러나 재가서비스에는 비교적 작지만
정(+)의 영향을 미쳤다(β=0.00898,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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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4> 경쟁(독점) 수준이 서비스 질에 미치는 영향
고령화율(%)
1인당 지방세(천원)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조례(1:있음)
(ref: 없음)
현지조사(1:높음)
(ref:낮음)
도시-농촌 (ref: 구)
시
군
시장집중도(독점)
연도
상수
관측치(# of obs)
집단 수(# of groups)
시간 범위
*p<.05, **p<.01, ***p<.001
( ): 표준오차

요양병원
서비스 질
0.00950
(0.00807)
-5.22e-05
(0.000163)
0.0964
(0.0877)
-0.0593
(0.0729)

시설서비스
서비스 질
-0.0998***
(0.00375)
-0.000608***
(9.25e-05)
0.801***
(0.142)
-2.090***
(0.111)

재가서비스
서비스 질
0.00898*
(0.00370)
-0.000194**
(7.14e-05)
-0.407***
(0.0309)
-0.384***
(0.0316)

-0.389***
(0.106)
-0.826***
(0.140)
-0.601***
(0.152)
-0.0211
(0.127)
4.749***
(0.265)
388
194
2
wald chi2(8)
=107.85***

-0.0223
(0.157)
-0.442*
(0.182)
0.259
(0.134)
-0.168***
(0.0258)
0
(0)
450
225
2
wald chi2(8)
=31071.01***

0.0472
(0.0379)
-0.572***
(0.0690)
1.699***
(0.248)
-1.728***
(0.0625)
0
(0)
446
223
2
wald chi2(8)
=2323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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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절효과 분석
1) 품질 규제의 조절효과
다음으로, 경쟁 또는 독점 수준이 서비스 질에 미치는 영향을 품질 규
제가 조절하는지 분석하였다. 먼저,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조례로 측정된
품질 규제의 조절효과는 요양병원 및 시설서비스 모형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시장이 독점적일수록 지역 요양병원의 서비스 질 평균은 낮아
졌는데(β=-1.171, p<0.001), 조례가 있는 곳에서는 감소폭이 작아졌다(β
=1.076, p<0.001). 시설서비스에서는 조례가 제정된 지역인 경우, 독점에
의해 질이 향상되고 경쟁에 의해 악화되는 경향이 더 크게 나타났다(β
=1.503, p<0.001).
조절변수에 의한 한계효과를 상세히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
저, 요양병원의 경우 시장집중도가 약 0.3일 때는 서비스 질 수준이
4.27~4.28로 거의 유사하다. 이보다 시장집중도가 낮을 때에는 요양보호
사 처우 개선 조례가 없는 곳에서 서비스 질이 다소 높다. 그러나 시장
집중도가 높아질수록 조례가 없는 곳에서는 서비스 질 하락이 더 가파르
게 일어난다. 시장집중도가 1에 가까워 가장 독점 수준이 높을 때, 조례
가 있는 곳의 서비스 질 추정치는 4.21이며 없는 곳의 추정치는 3.46이
다.
한편, 시설서비스34)는 경쟁 수준이 높을 때는 조례와 상관없이 서비스
질 수준이 비슷하다. 그러나 경쟁 수준이 낮아지면 조례 여부에 따라 서
비스 질의 향상 정도가 다르게 나타났다. 조례가 있는 곳에서는 서비스
질 수준이 가파르게 상승하였으며, 없는 곳에서는 완만하게 상승하였다.
34) 상수항이 생략(omitted)된 모형의 경우 Y절편 값이 도출되지 않기 때문에 Y추
정치의 분포가 실제 Y값의 분포와 달라진다. 따라서 구체적인 수치 대신 경향성
을 위주로 한계효과 분석결과를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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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5> 품질 규제의 조절효과(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조례)
고령화율(%)
1인당 지방세(천원)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조례(1:있음)
(ref: 없음)
현지조사(1:높음)
(ref: 낮음)
도시-농촌 (ref: 구)
시
군
시장집중도(독점)
시장집중도*보호조례(1:제정됨)
(ref: 없음)
연도
상수
관측치(# of obs)
집단 수(# of groups)
시간 범위
*p<.05, **p<.01, ***p<.001
( ): 표준오차

요양병원
서비스 질
0.00656
(0.00813)
-1.14e-05
(0.000163)
-0.332*
(0.139)
-0.0598
(0.0731)

시설서비스
서비스 질
-0.128***
(0.00656)
0.000521**
(0.000167)
-0.127
(0.117)
-0.729***
(0.102)

재가서비스
서비스 질
0.00305
(0.00321)
-8.58e-05
(5.17e-05)
-0.00308
(0.0376)
-0.0574*
(0.0223)

-0.255*
(0.111)
-0.743***
(0.142)
-1.171***
(0.209)
1.076***
(0.271)
-0.0277
(0.112)
4.894***
(0.267)
388
194
2
wald chi2(9)
=122.91***

0.111
(0.108)
0.748***
(0.121)
0.124
(0.272)
1.503***
(0.395)
-1.110***
(0.0192)
0
(0)
450
225
2
wald chi2(9)
=71813.75***

0.0508
(0.0308)
-0.143*
(0.0677)
0.744***
(0.225)
0.114
(0.388)
0.546***
(0.0140)
3.533***
(0.0815)
446
223
2
wald chi2(9)
=199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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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품질 규제의 조절효과(요양보호사 처우개선조례)

이어서, 또 다른 품질 규제 변수인 현지조사 수준의 조절효과를 분석
하였다. 현지조사의 조절효과는 재가서비스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게 나타났다. 재가서비스는 시장이 독점화될수록 서비스 질 평균이 높
아졌는데(β=3.067, p<0.001), 현지조사 수준이 높은 곳에서는 이러한 변
화의 폭이 줄어들었다(β=-2.331, p<0.001). 즉, 문제화된 기관에 대해 현
지조사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곳에서는 경쟁 혹은 독점에 의한 서비스
질 변화가 비교적 완만하게 이루어졌다.
조절효과에 대한 상세한 분석은 다음과 같다.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조례 모형과 비슷하게, 경쟁 수준이 높을 때에는 현지조사 수준과 관계
없이 서비스 질이 낮았다. 그러나 경쟁 수준이 완화될수록 현지조사 수
준이 낮은 곳에서는 서비스 질이 향상되는 정도가 더 컸다. 시장집중도
가 약 0.9일 때 현지조사 수준이 낮은 곳의 서비스 질 추정치는 5.90으로
6점인 만점에 가깝다. 반면, 현지조사 수준이 높은 곳에서는 시장집중도
가 가장 높을 때 서비스 질 추정치가 3.99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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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6> 품질 규제의 조절효과(현지조사)
고령화율(%)
1인당 지방세(천원)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조례(1:있음)
(ref: 없음)
현지조사(1:높음)
(ref: 낮음)
도시-농촌 (ref: 구)
시
군
시장집중도(독점)
시장집중도*현지조사(1:높음)
(ref: 낮음)
연도
상수
관측치(# of obs)
집단 수(# of groups)
시간 범위
*p<.05, **p<.01, ***p<.001
( ): 표준오차

요양병원
서비스 질
0.0107
(0.00954)
1.38e-05
(0.000190)
0.0974
(0.104)
-0.117
(0.135)

시설서비스
서비스 질
-0.00527
(0.00311)
-0.000110
(6.46e-05)
0.0169
(0.0290)
0.0530
(0.0459)

재가서비스
서비스 질
0.00227
(0.00179)
-8.50e-05***
(2.10e-05)
-0.0747***
(0.0196)
0.116***
(0.0242)

-0.384**
(0.125)
-0.824***
(0.166)
-0.685**
(0.223)
0.167
(0.294)
-0.0413
(0.0920)
4.688***
(0.305)
388
194
2
wald chi2(9)
=77.60***

-0.166***
(0.0383)
-0.349***
(0.0453)
0.505***
(0.151)
-0.244
(0.213)
-0.000915
(0.0358)
4.321***
(0.101)
450
225
2
wald chi2(9)
=157.83***

0.0424*
(0.0214)
-0.313***
(0.0454)
3.067***
(0.163)
-2.331***
(0.323)
0
(0)
3.322***
(0.0381)
446
223
2
wald chi2(8)
=47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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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품질 규제의 조절효과(현지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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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 소득 요인의 조절효과
이어서, 경쟁과 독점이 서비스 질에 미치는 영향에 지역 소득 요인이
미치는 조절효과를 분석하였다. 먼저, 도시와 농촌간 차이의 조절효과를
분석하였다. 결과값을 해석하기 용이하도록, 기준값을 도시와 농촌의 중
간 수준인 ‘시’로 설정하였다.
먼저, 요양병원의 서비스 질은 여전히 시장이 독점적일수록 낮은 것으
로 나타났으나(β=-0.547, p<0.05), 도시와 농촌 차이에 의해 영향력이 조
절되지는 않았다.
반면, 장기요양 시설서비스 및 재가서비스에서는 도시와 농촌 차이에
의한 조절효과가 나타났다. 시설서비스는 시장집중도(독점)가 높을수록
질이 강화되었는데(β=1.901, p<0.001), 농촌에서는 독점일수록 질이 약화
되는 역전 현상이 나타났다(군:β=-2.200, p<0.001). 기울기도 1.901에서
–0.299(=1.901-2.200)로 완만해졌으며, 이는 영향력의 크기 자체가 감소
하였음을 의미한다.
재가서비스도 시설서비스와 마찬가지로 경쟁적일수록 질이 감소하였
는데(β=3.148, p<0.001), 농촌인 군에서는 시에 비해 그 감소폭이 상당히
작아졌다(군:β=-2.788, p<0.001). 기울기가 3.148에서 0.36(3.148-2.788)으
로 변화한 것으로, 경쟁 혹은 독점에 의한 서비스 질 변화가 매우 작다
고 볼 수 있다.
위와 같이, 전반적으로 농촌일수록 경쟁 또는 독점이 질에 미치는 영
향력이 완화되었고, 도시일수록 영향력이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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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7> 지역 소득요인의 조절효과(도시-농촌)
고령화율(%)
1인당 지방세(천원)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조례(1:있음)
(ref: 없음)
현지조사(1:높음)
(ref: 낮음)
도시-농촌 (ref: 시)
도시(구)
농촌(군)
시장집중도(독점)
시장집중도*도시-농촌(ref:시)
도시(구)
농촌(군)
연도
상수
관측치(# of obs)
집단 수(# of groups)
시간 범위
*p<.05, **p<.01, ***p<.001
( ): 표준오차

요양병원
서비스 질
0.0111
(0.00799)
0.000109
(0.000176)
0.0819
(0.0876)
-0.0544
(0.0717)

시설서비스
서비스 질
-0.0370***
(0.00182)
0.000332***
(6.71e-05)
0.116***
(0.0249)
-0.130***
(0.0103)

재가서비스
서비스 질
-0.00230
(0.00203)
-0.000171***
(2.24e-05)
-0.126***
(0.0179)
-0.146***
(0.0131)

0.534***
(0.150)
-0.572**
(0.189)
-0.547*
(0.277)

0.0420
(0.0687)
0.540***
(0.0600)
1.901***
(0.210)

-0.0541
(0.0278)
0.0501
(0.0521)
3.148***
(0.306)

-0.754
(0.446)
0.203
(0.349)
-0.0705
(0.137)
4.174***
(0.279)
388
194
2
wald chi2(10)
=116.52***

-0.394
(0.371)
-2.200***
(0.227)
0
(0)
4.074***
(0.0719)
450
225
2
wald chi2(9)
=6799.27***

0.233
(0.535)
-2.788***
(0.417)
0
(0)
3.677***
(0.0448)
446
223
2
wald chi2(9)
=83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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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 지역 소득요인의 조절효과(도시-농촌)

도시와 농촌의 조절효과를 보다 자세히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시설서비스의 경우, 시장집중도가 0에 가까운 경쟁 상태일 때는 군의 질
이 시 및 구보다 다소 높다. 군은 4.291, 시는 3.750, 구는 3.792이다. 시
장집중도가 약 0.25 수준일 때는 시군구에 상관없이 질 수준이 대체로
유사하다. 그러나 시장집중도가 높아질수록, 즉 독점 수준이 높아질수록
구와 시에서는 질 수준이 증가하지만 군에서는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형
태를 보인다. 가장 독점이 높을 때, 시는 5.651, 구는 5.300인 반면 군은
3.992까지 하락하였다.
재가서비스의 경우, 시장집중도가 0에 가까울 때는 시군구에 관계없이
질 수준이 유사하다. 구 3.276, 시 3.330, 군 3.380이다. 그러나 시장집중
도가 높아질수록 구와 시는 서비스 질 수준이 가파르게 증가하였다. 군
은 시장집중도에 의한 차이가 가장 작았다. 시장집중도 1일 때 군은
3.741로 시장집중도 0일 때와 큰 차이가 없었다.35)

35) 재가서비스 질의 최대값은 6임에도 불구하고, 한계효과 분석 상 시장집중도가 1
에 가까울 때 시와 구는 6점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시장집중도가 낮
은 구간에서 서비스 질이 급증한 추세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구는
시장집중도가 0.8일 때 이미 5.981로 최대치에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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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지방세로 측정한 지역 소득수준의 조절효과도 도시-농촌의 조
절효과가 비슷한 양상으로 나타났다. 요양병원의 경우, 독점에 의한 질
저하(β=-0.528, p<0.01)를 지역 소득수준이 유의미하게 조절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서비스의 경우, 시장집중도는 독립변수로서 유의미
하지 않게 나타났으나, 지역 소득수준이 높은 지역에서는 시장집중도가
높을수록 서비스 질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β=0.785, p<0.001). 재
가서비스는 시장이 경쟁적일수록 질이 낮았으며(β=1.334, p<0.001), 지역
소득수준이 높은 곳에서는 독점에 의한 질 향상, 경쟁에 의한 질 하락
효과가 더 커졌다(β=2.171, p<0.001).
조절효과에 대한 상세한 분석은 다음과 같다. 시설서비스의 경우 시장
집중도가 약 0.4일 때는 지역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약 4.05로 거의 같다.
그러나 시장집중도가 0에 가까운 경쟁 상태일 때는 지역 소득수준이 높
은 곳은 3.841로 지역 소득수준이 낮은 곳의 4.10보다 서비스 질이 다소
낮다. 시장집중도가 높아져 독점화될수록 이러한 차이는 역전된다. 시장
집중도가 1일 때 지역 소득수준이 높은 곳의 질 추정치는 4.52로 향상되
는 반면, 소득수준이 낮은 곳은 3.99로 경쟁수준이 높을 때와 큰 차이가
없었다.
한편, 경쟁이 심한 곳에서 재가서비스의 질 수준은 1인당 지방세와 상
관 없이 낮았다. 그러나 1인당 지방세가 높은 곳에서는 경쟁이 완화될수
록 서비스 질이 빠르게 향상되었다. 반면, 1인당 지방세가 낮은 지역에서
는 경쟁이 완화되어도 서비스 질이 향상되는 정도가 비교적 작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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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8> 지역 소득요인의 조절효과(1인당 지방세)
고령화율(%)
1인당 지방세(1:높음)
(ref:낮음)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조례(1:있음)
(ref: 없음)
현지조사(1:높음)
(ref: 낮음)
도시-농촌 (ref: 구)
시
군
시장집중도(독점)
시장집중도*1인당지방세(1:높음)
(ref:낮음)
연도
상수
관측치(# of obs)
집단 수(# of groups)
시간 범위
*p<.05, **p<.01, ***p<.001
( ): 표준오차

요양병원
서비스 질
0.00747
(0.00819)
-0.00388
(0.126)
0.105
(0.0908)
-0.0586
(0.0753)

시설서비스
서비스 질
-0.00800*
(0.00358)
-0.256***
(0.0496)
0.0790*
(0.0325)
0.0335
(0.0300)

-0.399***
(0.109)
-0.830***
(0.145)
-0.528**
(0.195)
-0.208
(0.292)
-0.0353
(0.0967)
4.740***
(0.170)
388
194
2
wald chi2(9)
=102.33***

-0.164***
0.0628*
(0.0410)
(0.0256)
-0.300***
-0.566***
(0.0578)
(0.0625)
-0.110
1.334***
(0.190)
(0.236)
0.785***
2.171***
(0.235)
(0.132)
-0.0210**
-2.191***
(0.00768)
(0.0404)
4.366***
0
(0.0682)
(0)
450
446
225
223
2
2
wald chi2(9) wald chi2(9)
=2423.39*** =2009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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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서비스
서비스 질
0.0169***
(0.00343)
-0.103***
(0.0282)
-0.321***
(0.0197)
-0.320***
(0.0292)

<그림 4-8> 지역 소득요인의 조절효과(1인당지방세)

<표 4-19> 가설 및 검증결과

결과(종속변수)
독립변수
가설
/조절변수 요양 시설 재가 검증 결과
요양병원의 경우, 시장의 경쟁 시장집중도
1-1 수준이 높을수록 서비스 질이 (=독점)
채택
높아질 것이다.
장기요양서비스의 경우, 시장의
1-2 경쟁수준이 높을수록 서비스 질 시장집중도
(*) + 일부채택
(=독점)
(재가)
이 낮아질 것이다.
일부채택
시장집중도 -/+ /+ +/ (요양병원);
/조례
품질 규제 수준이 높을수록, 경
기각(시설)
2-1 쟁이 질에 미치는 영향이 작아
질 것이다.
시장집중도 -/ +/ +/- 일부채택
/현지조사
(재가)
농촌에 비해 도시에서 경쟁이 시장집중도
일부채택
2-2 질에 미치는 영향이 커질 것이 /도시(vs농촌)
-/ +/+ +/+ (시설,재가)
다.
소득수준이 높은 지역일수록 경 시장집중도
일부채택
2-3 쟁이 질에 미치는 영향이 커질 /고소득지역 -/ /+ +/+ (시설,재가)
것이다.
(vs저소득지역)
*경쟁에 의한 시설서비스 질 하락 효과는 기본 모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으나, 일부 조절효과 모형에서는 유의미하게 나타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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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0> 조절변수에 의한 기울기 변화
조절변수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조례
현지조사

조절변수 수준
요양병원
제정
- 완만
미제정
- 가파름
높음
낮음
구(도시)
도시-농촌
시
군(농촌)
지역
지역 소득수준 고소득
저소득 지역
*기울기: 시장집중도(독점) 상승 시 서비스 질 변화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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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시설서비스
+ 가파름
+ 완만
+ 가파름
+ 가파름
- 완만
+ 가파름
- 완만

장기요양
재가서비스
+ 완만
+ 가파름
+ 가파름
+ 가파름
+ 완만
+ 가파름
+ 완만

제5장결론
제 1 절 연구결과의 요약
서비스의 공급자가 다양화되면서 정부가 아닌 공급자의 서비스 질을
어떻게 관리하고 향상시킬 것인지가 중요한 정책과제로 대두되었다. 특
히, 사회서비스 영역은 민간의 서비스 공급 비중이 크면서도 사회취약계
층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서비스 질에 대한 정부의 책임이 크다. 많
은 나라의 정부들은 시장기제, 즉 경쟁을 활용하여 서비스 공급량 확대
와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준시장 정책을 도입해왔으나, 경쟁의 효과
는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준시장 정책의 효과를 높이고 민간 서비스 공
급자들의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수단과 환경에 의
해 경쟁의 효과가 달라지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
는 준시장 정책이 활발히 도입된 노인 장기의료 및 요양서비스 영역에서
경쟁 혹은 독점 수준이 요양병원과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러한 영향력을 조절할 수 있는 정책수단 또는 환경
요인을 탐색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경쟁 및 독점 수준은 모든 서비스 유형의 질에 영향을 미쳤다.
이는 준시장 정책이 의도한 경쟁기제가 다양한 서비스 유형에서 실제로
서비스 질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경쟁 혹은 독점 수
준이 서비스 질에 미치는 영향력의 방향은 서로 달랐다. 요양병원의 경
우에는 독점 수준이 높을수록 질이 악화되었으나, 장기요양 재가서비스
기관은 반대로 경쟁적 시장일수록 질이 악화되었다. 시설서비스 기관의
서비스 질에 경쟁이 미치는 영향은 기본 모형에서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모든 조절효과 모형에서는 경쟁에 의해 질이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준시장 정책을 도입할 때 경쟁이 반드시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
는 것이 아니라, 하위 정책수단 혹은 환경에 의해 그 관계는 달라질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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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이론 및 실증연구들에서 경쟁의 효과를 반전시키
는 주요 요인이면서, 요양병원과 장기요양기관간 비교적 뚜렷한 차이점
으로 가격규제의 차이에 주목하였다. 두 유형 모두 수가에 의해 주요 서
비스들의 가격이 고정된다. 그러나 요양병원은 비급여 서비스의 비중이
높은 편인 반면, 장기요양기관에서는 비급여가 가능한 서비스의 범위가
작다. 서비스 공급기관이 자율적으로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여지가 클
수록, 경쟁상황에서 비용절감이 아닌 품질향상 전략도 선택할 수 있다.
비급여 서비스 판매를 통해 추가이윤을 얻어 이를 품질향상에 투자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거의 모든 서비스의 가격이 고정되어있다면 경쟁상
황에서 기관이 선택할 수 있는 전략은 비용절감으로 한정되며, 과도한
비용절감은 결국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지게 된다.
준시장에서 경쟁이 서비스 질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할 수 있는 정책
수단 요인으로는 품질 규제를, 환경 요인으로는 지역 소득 요인을 선정
하여 탐색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품질 규제는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여부 및 현지조사 수준으로 측정하였다. 요양병
원의 경우, 조례가 존재하는 지역에서는 그렇지 않은 지역에 비해 시장
의 독점 수준이 서비스 질을 악화시키는 영향력이 줄어들었다. 조례 여
부와 상관없이, 경쟁 수준이 높은 지역에서는 서비스 질이 높은 편이다.
독점 수준이 증가할수록 조례가 없는 곳에서는 서비스 질이 비교적 급격
하게 하락하였다. 조례가 있는 곳에서는 독점 수준이 증가해도 서비스
질이 완만하게 하락하여 거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반면, 시설서비스의 경우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조례가 있는 지역에서
독점일수록 서비스 질이 높아지는 정도가 더 크게 나타났다. 경쟁 수준
이 높은 지역에서는 조례와 상관없이 서비스 질이 낮은 수준이다. 그러
나 조례가 제정된 지역에서는 경쟁 수준이 낮아지면서 서비스 질이 크게
향상되는 반면,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비슷하게 낮은 수준을
유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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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가설과 달리 시설서비스에서는 품질 규제인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조례가 있는 곳에서 경쟁 혹은 독점 수준이 서비스 질에 미치는 영
향이 더욱 급격하게 나타났다.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겠으나, 해당 품질
규제가 공급자의 운영과 서비스 질의 핵심 요소인 요양보호사를 보호하
는 데에 집중되어있다는 점에 주목해볼 수 있다. 본문에서 장기요양 시
설서비스 기관이 경쟁상황에서 질을 낮추고 독점상황에서 질을 개선하는
원리를 비용감축에 대한 유인으로 설명한 바 있다. 가격이 고정된 상태
에서, 경쟁이 심해질수록 비용을 감축하여 수익률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
하며 이는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진다. 반대로 경쟁 수준이 낮아지면 무
리한 비용감축을 시도하지 않으므로 서비스 질이 향상되거나 적어도 적
정 수준에서 유지된다. 이때 비용감축은 인건비의 무리한 절감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기관이 인력을 관리하므로, 인건비를 비롯하여
인력과 관련된 비용들은 기관의 불법행위가 이루어지는 주요 대상이
다.36) 경쟁 수준이 낮아질수록 이용자 대비 인력을 과소운영하는 등 무
리한 비용감축이 줄어들어 서비스 질이 향상된다.
이때,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조례가 있는 지역에서는 개별 기관이 아
닌 지자체가 제도적으로 핵심 인력인 요양보호사들의 지위를 보호하게
된다. 이는 경력이 길고 전문성이 높은 요양보호사들이 직업을 포기하거
나 잦은 이직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보호한다. 즉, 높은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요양보호사들을 시장에 안정적으로 수급하는 역할을 한
다. 장기요양기관들은 이러한 이점을 누려,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하지 않
고도 전문성 있는 요양보호사들을 고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경쟁 수준
이 낮아짐에 따라 서비스 질이 개선되는 정도가 더 급격하게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추론된다.
36) 2019년 1~6월 중 발생한 부당청구에서 89.2%는 인력과 관련된 것이었다. 인건
비 등을 기준보다 과도하게 수령하는 ‘수가가감산기준위반’이 71.2%였으며, 서비
스제공시간을 부풀려 청구하는 ‘허위청구’가 18.0%에 달했다(이모작뉴스,
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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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또 다른 품질 규제 요인인 현지조사 수준은 재가서비스에서 유
의미한 조절효과를 나타냈다. 현지조사 수준이 높은 지역일수록, 경쟁이
완화됨에 따라 서비스 질 수준이 향상되는 정도가 작았다. 품질 규제가
경쟁 혹은 독점의 영향력을 줄인다는 점은 가설과 일치한다.
그러나 현지조사 수준이 높은 지역의 서비스 질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경쟁 수준이 높을 때에는 현지조사
여부와 상관없이 서비스 질이 낮은 편이며, 경쟁 수준이 낮을 때에는 현
지조사를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더 낮다.
이는 현지조사가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이를 조사하는 사후 품질 규
제의 성격을 띤다는 점에서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 현지조사에서 불법
행위가 발각되는 경우 행정처분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기관들은 현지조사
를 상당히 꺼려한다. 이는 현지조사를 피하거나 조사 시 행정처분을 받
지 않기 위해 불법 행위를 줄이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나, 적극적인
서비스 질 개선에 쓰일 자원이 현지조사 대비에 집중될 가능성이 있다.
서비스 질이 낮으면 등급평가에서는 불리한 등급을 받을 수 있지만, 행
정처분으로 인해 지정이 취소되는 것보다는 훨씬 낫기 때문이다.
지역 소득 요인은 도시-농촌 여부 및 1인당 지방세로 측정하였으며,
분석결과는 유사하였다. 먼저, 도시 또는 1인당 지방세가 높은 지역에서
는 장기요양기관간 경쟁이 높은 수준일 때 서비스 질 수준이 낮았으며,
경쟁이 약화됨에 따라 서비스 질이 비교적 급격하게 향상되는 경향을 보
였다. 반면, 농촌 또는 1인당 지방세가 낮은 지역에서는 경쟁 혹은 독점
수준에 의한 서비스 질 변화가 비교적 완만하게 나타났으며, 경쟁에 의
해 서비스 질이 다소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가서비스의 경우, 도
시 또는 1인당 지방세가 높은 지역에서는 경쟁 수준이 낮아질수록 서비
스 질이 향상되었으나 농촌 또는 1인당 지방세가 낮은 지역에서는 경쟁
수준이 변화해도 서비스 질 수준이 거의 비슷하게 유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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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의의
1. 이론적 함의
1) 준시장 이론 관점의 함의
노인 장기의료 및 요양서비스의 준시장화는 시장화 이론, 더 넓게는
신공공관리론에 이론적 기반을 두고 시행된 정책이다. 시장화 이론에 따
르면, 서비스 공급을 시장화하면 시장원리에 따라 효율적으로 공급을 확
보하고 서비스의 질도 향상시킬 수 있다. 그러나 서비스 공급의 시장화
는 항상 같은 조건으로 시행되지 않는다. 목적에 따라 시장이 갖추어야
할 조건을 수정하기도 하고, 서비스의 특성 상 조건이 달라지기도 한다.
때문에 국가마다, 서비스 유형마다 형성되는 준시장은 모두 다른 형태를
띤다.
경쟁과 같은 시장화 요소가 의료 및 복지서비스의 질에 미치는 영향
에 관한 기존 연구들은 일관되지 않은 결과들을 보고하고 있다(권현정,
2014: 295). 어떤 연구들에서는 시장화 정책이 의도한 바대로, 경쟁에 의
해 질이 향상된다는 결과가 도출되었으나, 고정된 가격 등 일반 시장과
는 다른 특성으로 인해 오히려 경쟁이 질을 악화시켰다는 연구들도 존재
한다. 이러한 결과의 차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경쟁이 질에 미치는 영
향을 조절하는 변수, 조건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
준시장 이론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Le Grand와 Bartlett(1993)도 이러
한 조건들을 강조하였다. 준시장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에 적합한
시장구조, 정보대칭성, 거래비용 등 다양한 조건을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
다(Le Grand & Bartlett, 1993).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쟁의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탐색한 실증
연구는 드물다(Forder & Allan, 2014; 김인, 2010). 이는 크게 두 가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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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때문인 것으로 짐작된다. 첫째, 준시장을 구성하는 제도들은 전국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 분석단위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제도
는 그 효과를 계량적으로 분석하기가 까다롭다. 국가 간 비교는 가능하
겠으나, 이때는 관련 자료를 충분히 정확하게 구하고 측정하기가 어렵다.
둘째, 서비스 유형간 차이가 크다. 같은 노인 장기의료 및 요양서비스라
고 해도 서비스 유형 간 이용자의 특성, 규제의 특성 등 다양한 측면에
서 차이가 크기 때문에 직접적인 비교를 지양한다. 관련 연구들은 대체
로 거의 동일한 유형을 대상으로만 연구를 실시하는 경향을 보인다
(Zinn, 1994; 권현정, 2014; 이기주·석재은, 2019).
유형간 차이는 분석하기 까다로운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차이를 변수화하여 분석을 시도함으로써, 인과관계에 대한 지식을 추가
하고자 하였다. 예를 들어, 본 연구는 요양병원과 장기요양서비스간 특성
차이 중 기관의 가격 결정권 차이에 주목하고, 이에 따라 경쟁이 질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것으로 추론하였다. 기관의 가격 결정권을 규정하
는 수가 제도는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단일 유형 내에
서는 그 영향력을 검증하기가 어렵다. 유형간 비교를 통해 이를 변수화
한 점이 본 연구가 기존 연구와 다른 점이다.
또한, 차이를 변수화하였다는 점은 노인 장기의료 및 요양서비스 외
다른 서비스의 준시장에도 분석을 적용해볼 수 있도록 한다. 즉, 준시장
이론을 다른 서비스 영역에 적용하였을 때 다르게 나타나는 결과를 이론
적으로 해석할 수 있게 한다.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서비스 유형과 시장 특성 등 다양한 준시장의
요소들은 경쟁이 질에 미치는 효과에 영향을 미쳤으나 그 방식은 달랐
다. 구체적으로, 경쟁 기관의 가격결정권은 경쟁이 질에 미치는 영향력의
방향성을 결정하는데 주요한 요인 중 하나이며, 실질적 경쟁상태 및 소
비자 선택권은 그 영향력의 크기를 조절하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
다. 수가가 고정된 급여항목 외에 자율적으로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서
비스가 많지 않은 장기요양서비스에서는 경쟁이 심화될수록 질이 악화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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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현상을 보였다. 비용을 투자하여 품질을 높여도 서비스 단가를 조정
할 수 없기 때문에, 경쟁이라는 위기 상황에서 비용을 감축하는 전략을
선택하는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등급판정자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
록 자격을 부여하였기 때문에, 서비스 품질을 높여도 추가 이용자를 모
집하기 어렵다. 경쟁이 치열해질 때, 품질 향상을 통해 단가를 높이거나
이용자를 추가 유치하는 것이 모두 어렵기 때문에, 현재 이용자 규모 내
에서 비용을 감축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취하는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비급여항목의 비중이 비교적 큰 요양병원에서는 독점이 심화
될수록 질이 악화되었다. 요양병원도 급여 항목은 수가로 가격이 정해져
있지만, 높은 가격의 비급여 서비스를 판매하여 얻는 수익으로 기관 서
비스 질을 높이는 전략을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에 더하여 요
양병원은 장기요양등급과 상관없이 누구나 이용가능하다. 따라서 품질을
높인다면 이를 선호하는 이용자를 추가 유치할 수 있는 여지가 크다. 이
에 따라 경쟁이 심화될 때 비용감축으로만 전략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품질 경쟁(quality competition)에 뛰어드는 전략을 적극적으로 취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론적 논의에서 언급했듯이, 한국과 제도가 다른 해외 연구들 사이에
서도 경쟁이 질에 미치는 영향의 방향성은 일관되지 않게 나오며, 그 원
인에 대한 해석도 분명하지는 않았다. 다만, 일부 연구는 가격 결정권의
영향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데, 본 연구의 결과와 유사한 점이 있다.
Propper et al.(2004)은 연구 시점인 2000년 당시 미국과 영국의 선행연
구들은 비교하면서 미국과 영국에서 경쟁이 질에 미치는 영향이 다름을
지적하였다. 1990년 이후 경쟁에 의해 질이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나는
미국과 달리, 영국은 선행연구의 수가 부족하기는 하지만 본인의 연구를
포함하여 경쟁이 질을 악화시키는 결과가 주로 나오는 것으로 해석하였
다. 이러한 차이의 원인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같은 저자인 Propper(1993)는 더 이른 시기에 저서에서 미국과
영국 제도 간 중요한 차이점을 지적한 바 있다. 1993년 기준으로 두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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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 병원 및 요양서비스 분야에 준시장을 적용하고 있었지만 가격 규제
의 방식에서 차이가 있었다. 두 국가 모두 기관의 자율적인 가격 결정권
은 어느 정도 제약되었지만, 사회보험인 Medicaid 예산에 제한이 없는
미국에서는 비용을 감축하기는커녕 환자에게 불필요한 서비스까지 추가
로 처방하는 과잉진료 현상마저 나타났다. 이는 과잉진료 문제도 존재하
지만 의료서비스의 수준이 상당히 향상된 한국 의료계를 연상케한다. 반
면, 영국에는 총 예산 제약이 존재하였다(Propper, 1993). 같다고 볼 수는
없지만, 재정 안정성을 위해 장기요양등급자의 자격조건과 규모를 공단
에서 관리하는 한국의 장기요양보험 모델을 연상케한다.
이러한 논의들을 종합해본다면, 가격 규제 차이가 불러오는 기관의 가
격결정권 수준에 따라서 경쟁이 질에 미치는 영향력의 방향이 뒤바뀌는
것으로 짐작된다. 여기에서 가격 규제 유형에 따른 전반적인 품질 차이
는 알 수 없다. 본 논의에서 추론할 수 있는 것은 경쟁이 심화될 때, 혹
은 독점이 심화될 때 가격 규제의 유형에 따라 질에 미치는 영향력이 반
대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다.
한편, 이론적 논의에서 다룬 바와 같이, 준시장 정책은 이론적, 실증적
으로 다양한 비판에 직면해있다. 이에 대하여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상세하게 논하고자 한다.
먼저, 준시장 정책은 형평성을 악화시킨다는 비판을 받는다. 이는 시
장기제의 대표적인 단점이기도 하다. 단, 기존 논의들은 공급 관점에서
볼 때 주로 양적인 형평성에 주목해왔다. 예를 들어, 농촌에는 서비스가
적게 공급되고 도시에는 충분히 공급되는 현상을 불평등한 자원 배분으
로 보았다. 그러나 수요가 적은 곳에 서비스가 적게 공급되고, 많은 곳에
많이 공급되는 현상은 시장기제에 의해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고 있
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물론, 접근성 중 지리적 접근성 혹은 이용가능성
의 관점에서 본다면 수요에 정비례하여 공급이 되더라도 여전히 접근성
이 부족할 수는 있다. 그러나 수요가 아닌 접근성을 완전히 충족할 정도
로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은 정부가 직접 공급해도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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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본 연구는 공급량이 아닌 서비스의 질이 불평등하게 배분되고 있는
현상에도 주목하였다. 농촌에서는 상대적으로 서비스의 질이 낮게 나타
났으며, 경쟁 수준에 따른 차이도 크지 않았다. 즉, 지역 소득수준이 낮
은 지역은 공급이 부족해 서비스 접근성이 낮을 뿐만 아니라, 부족한 서
비스들의 질도 상대적으로 낮으며, 시장기제에 의해 개선될 여지도 적은
것이다. 결론적으로, 서비스의 양적 측면뿐만 아니라 질적 측면에서도 지
역 불평등이 나타나며 이에 대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고 볼 수 있다.
둘째, 준시장에 대한 비판적 논의들, 특히 한국의 노인 장기의료 및
요양서비스에 관한 비판들은 주로 민간의 참여로 인한 과잉공급과 과열
경쟁, 그로 인한 서비스 질 악화를 지적한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공급과
경쟁 상태가 과잉인지를 검증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높은 경쟁 수준이
서비스 질에 미치는 영향은 서비스 유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이는
모든 준시장에서 경쟁이 질을 악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환경, 규
제 정책 등에 의해 나타나는 특정한 현상임을 의미한다.
셋째, 준시장에 대한 비판적 논의들은 공공성의 약화에 주목하는데,
이러한 논의들은 준시장에 의해 공공성이 약화되기 때문에 서비스의 질
이 낮아진다는 가정을 내재하고 있다. 이때, 공공성의 약화는 크게 약한
규제, 부족한 정부 공급으로 나뉜다.
먼저, 본 연구는 부족한 정부 공급이 서비스 질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
적으로 검증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모든 서비스 유형에서 정부의 직접
공급 비중은 매우 작음에도37) 서비스 질의 편차는 크게 나타났다. 이는
준시장화된 영역에서 경쟁과 규제 등 핵심 요소들이 서비스 질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전국적으로 독과점화되는 서비스38)가 아니라
37) 현황에서 다룬 바와 같이, 2018년 기준 요양병원의 국공립 비중은 5.7%, 장기요
양기관 중 시설서비스 기관의 지자체 비중은 2.1%, 재가서비스의 지자체 비중은
0.8%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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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많은 공급자들이 존재하는 준시장에서, 정부의 직접 공급을 확대하는
소유권 관점의 정책은 보완책은 될 수 있으나 문제의 본질에 대응하는
정책으로 보기는 어렵다. 더구나 정부의 직접 공급 확대는 민간에 의한
공급에 비해 막대한 재정을 필요로 한다.39) 정부 직영은 전국적인 정책
으로 추진하기보다는, 시장기제인 경쟁이 조성되지 않는 곳 등 필요가
높은 곳에 집중적으로 공급할 필요가 있다.
규제는 준시장의 핵심 요소로서 서비스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규제를 강화하여 공공성을 회복하자는 논의는 약한 규
제가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진다는 단순한 가정을 전제로 한다. 본 연구
는 규제가 ‘얼마나’ 강해야 하는지 보다는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에 중
점을 두었다. 규제는 기관의 인센티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의사결정
을 변화시킨다. 기관에 어떤 가격규제가 적용되는가에 따라 경쟁상황에
서 기관이 선택하는 전략이 달라진다. 사후 품질 규제가 강한 지역에서
는 규제 준수가 생존에 더 중요하기 때문에,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품
질향상 또는 비용감축과 같은 혁신 대신 일정한 품질 유지에 더 노력한
다.
기관이 규제에 따라 전략적인 선택을 하듯이, 정부도 어떤 규제 조합
혹은 정책수단 조합을 적용할지를 전략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각 조합
은 장단점을 지닌다. 시장 상황도 계속 변화하기 때문에, 가장 적절한 정
책수단 조합도 그때그때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경쟁에 의한 질 악
화가 심각한 수준이라면, 경쟁 수준을 조절하는 규제를 적용할 수도 있
지만 경쟁에 의한 질 향상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규제를 선택할 수도 있
다.
38) 에너지, 교통 등 대규모 기반시설이 필요하여 자연독점화되는 서비스
39) 정부가 직접 공급하는 서비스 기관도 민간 기관과 수가, 급여 등에 있어 동일한
규제를 적용받는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정부 직영 기관은 추가적인 보조금 등을
지원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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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수단론 관점의 함의
정책수단론은 다양한 정책수단의 조합(instrument mix)에 주목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연구들은 주로 단일 정책수단의 효과를 다루며 조합의
효과를 분석한 연구는 드물다(전영한·이경희, 2010). 본 연구는 가격규제
와 품질 규제, 간접적으로 진입규제라는 수단들의 조합이 서비스 질이라
는 정책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폈다. 이때, 각 수단이 서비스
질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보다는, 시장기제의 핵심요소인 경쟁이 질
에 미치는 영향력에 미치는 간접적인 효과에 중점을 두었다.
먼저, 본 연구에서 진입규제의 효과를 직접 다루지는 않았으나 그 영
향력은 이론적으로 쉽게 유추할 수 있다. 진입장벽을 낮출수록 더 많은
공급자들이 시장에 진입하므로 경쟁 수준은 높아진다. 반대로, 진입장벽
이 높으면 엄격한 기준을 통과한 공급자들만이 시장에 진입할 수 있으므
로 시장의 경쟁 수준은 낮아진다.
한편, 수가 등의 가격규제는 정책수단의 유형 중 재원조달 수단에 가
깝다. 직접적인 재원조달은 요양병원 및 장기요양기관 모두 사회보험의
형태로서 조달된다. 그러나 조달된 재원이 배분되는 방식인 가격규제의
수준은 다소 다르다. 요양병원은 비급여 비중이 커 가격규제의 직접성이
비교적 낮다. 또한, 요양병원은 민간 보험 등에 의해 보장되는 부분도 있
다. 이와 같이 재원조달의 직접성이 비교적 낮은 요양병원에서는 경쟁과
서비스 질의 관계가 정(+)의 방향성을 보였다. 반면, 장기요양기관은 대
부분의 서비스가 수가로 가격이 정해져있고 비급여의 비중이 적으며, 민
간 보험에 의해 보장되는 부분이 거의 없어 재원조달의 직접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장기요양기관에서는 경쟁에 의해 질이 악화되고 오히려 독
점 수준이 높을 때 서비스 질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 품질 규제는 경쟁이 질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에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보인다. 요양보호사 조례가 제정되고 현지조사가 자주 시행되
는 지역에서는 경쟁이 질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가 비교적 작았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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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시설서비스의 경우 요양보호사 조례가 제정된 지역에서 독점에 의한
질 향상 효과가 더욱 크게 나타났다. 이는 현지조사와 같은 사후 품질
규제와 달리 노동력에 대한 규제인 요양보호사 조례가 전문성 높은 요양
보호사를 시장에 더 공급하는 효과를 창출하여 경쟁완화에 따른 질 향상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난 것일 수 있다. 즉, 모든 품질 규제가 경쟁이 질에
미치는 영향력을 작게 만드는 것은 아니며, 주로 문제화된 기관에 대한
사후 품질 규제가 이에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요약하자면, 가격규제, 진입규제, 사후 품질 규제는 경쟁이라는 주요
대상요소(target component)에 각기 다른 영향을 미쳤으나 그 영향은 상
호 연관되어있다. 대상요소란 상위 요소들이 영향을 미치는 대상이자, 정
책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소를 일컫는다. 진입규제는 경
쟁 수준에 영향을 미치고, 가격규제는 진입규제에 의해 정해진 경쟁 수
준이 질에 미치는 효과의 방향성에 영향을 미쳤으며, 사후 품질 규제는
그러한 효과의 크기를 조절하였다.
정책수단
직접(강제)성
높음
낮음

<표 5-1> 정책수단 조합과 효과(1)

재원조달
가격규제
경쟁→질 악화
경쟁→질 향상 혹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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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창출
진입규제
경쟁 약화
경쟁 강화

질적 규제
사후 품질 규제
경쟁→질 관계 약화
경쟁→질 관계
영향 없음

<그림 5-1> 정책수단 조합과 효과(2)

각 구성요소와 구조의 효과를 파악했다면 다른 구조(조합)의 효과도
예상해볼 수 있다. 특히, 위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경쟁과 서비스 질을
주요 대상요소로 삼는 구조는 시장기제가 중요한 다른 영역에도 응용해
볼 수 있을 것이다.

2. 정책적 함의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의 노인 장기의료 및 요양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정책 방향에 관하여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정책적 함의는 준시장이 적용되는 다른 사
회서비스 영역, 혹은 바우처 사업 등에도 응용하여 적용될 수 있을 것이
다.

1) 서비스 유형에 따라 달라지는 경쟁의 영향
의료 및 요양서비스의 준시장화에 관한 기존 연구들은 경쟁이 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분석하였으나 연구마다 그 결과는 달랐다. 본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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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서 경쟁과 질의 관계가 가장 분명하게 달라지는 요인은 서비스의 유
형이었다. 시장이 경쟁적일수록 질이 개선된 요양병원과 달리, 장기요양
서비스 기관들은 시장이 경쟁적일수록 질 평균이 하락하였다. 시설서비
스는 기본 모형에서는 경쟁의 영향력이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으나, 다
른 조절변수들을 투입 시 모두 경쟁에 의해 질이 악화되고 독점적일수록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간 차이에 의해 경쟁의 영향력이 반대로 나타난 점은 주목할 만
하다. 그간 과열경쟁에 의해 질이 악화되고 있다는 비판은 요양병원을
대상으로도 제기되어왔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일반적인 통념과 반대
로 나타났다, 경쟁에 의해 요양병원의 질 평균이 상승하였으며, 다양한
조절변수가 추가되어도 이러한 영향력은 유지되었다.
요양병원과 장기요양서비스는 유사하지만 분명히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다. 그 중에서 본 연구에서는 기관의 가격 결정력 차이가 경쟁의 효과
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하였다. 요양병원은 수가로 정해진 급여항목 외
비급여항목의 폭이 더 넓다. 비급여항목에 대해서는 기관이 비교적 높은
수준의 가격결정력을 지닌다. 서비스 품질이 높은 비급여항목을 제공하
고 이에 높은 가격을 부과하여 더 큰 이익을 얻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즉, 경쟁이 심화될 때 비용보다는 서비스 품질로 경쟁하여 이용자도 유
치하고, 서비스에는 높은 가격을 부과하여 이윤도 유지할 유인을 준 것
이다. 이 때, 비급여 서비스의 품질과 가격이 비례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
니다. 그보다는 시장가격보다 낮게 형성되는 수가로 인한 손실을 비급여
서비스를 통해 보전할 수 있다면, 급여 서비스의 품질을 악화시킬 유인
이 적다고 보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40)
물론, 비급여항목을 통해 기관의 가격결정권을 높이는 방식은 과잉진
료의 위험이 있다. 환자에게 실제로 필요한 처치 이상으로 비급여항목을
40) "건강보험 급여수가의 수준이 원가 이하이며, 이에 대한 자구책으로 비급여로
인한 수익을 통해 급여의 적자가 보충되고 있음을 보험자도 인정할 정도"이다(장
성인, 201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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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하여 수익을 창출하려 할 수 있다. 이는 현재 한국의 전반적인 의료
시장에서 불필요한 비급여 검사 등을 통해 수익을 높이려는 현상과도 유
사하다. 과잉진료는 환자의 의료 만족도를 낮추고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
시키지만, 한편으로 서비스 질을 전반적으로 상당히 향상시킨 원동력이
된 것도 사실이다. 필수적인 치료에서 비용을 과도하게 절감하여 서비스
질을 낮추는 대신, 비용을 유지하되 수익은 비급여항목에서 취하는 전략
을 택하도록 유도하기 때문이다.
기관의 가격결정권 논의에서 결국 핵심은 기관에게 품질향상을 위한
인센티브가 주어지는가이다. 가격은 기관의 수익률을 결정하는 핵심 요
소이기 때문에 가격규제의 형태와 수준은 기관에게 강력한 인센티브가
된다. 또한, 정부로서도 가격규제는 다른 정책방안에 비해 행정비용이 적
게 드는 방식인 것이 사실이다(권순만, 1999). 그러나 기관으로 하여금
비용감축이 아닌 품질향상을 도모하도록 하는 인센티브가 가격규제만 있
는 것은 아니다.
본래 의료서비스 영역에서 서비스의 질은 결국 의료적 치료를 통한
건강 증진이라는 효과인데, 이 효과를 측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에 따
른 경제적 보상을 분배하는 것도 어렵다(권순만, 1999: 268). 그러나 노
인 장기의료 및 요양서비스 영역은 일반 의료서비스에 비해서는 서비스
의 질과 효과를 측정하기 용이할 수 있다. 질병의 치료가 아니라 만성질
환의 관리, 일상생활 기능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이러
한 특성 때문에 전 요양병원과 장기요양기관이 평가를 통해 등급별로 나
누어질 수 있는 것이다.
현재, 장기요양기관 중 평가결과 상위 20%에 전년도 요양급여의 일정
비중에 해당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인센티브를 받는 기관에게
는 상당한 금액이겠으나, 평가결과 상위 20% 내에 들기 어려운 기관들
로서는 서비스 질을 높여 좋은 평가결과를 받아야겠다는 유인이 크게 떨
어진다. 가격규제를 현재와 같이 기관의 가격결정권을 최소로 유지하는
방향으로 유지한다면, 인센티브는 서비스 질 수준에 따라 더 다변화하여
- 141 -

지급하는 방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상위 20~40%도 전년도
요양급여의 약 2%를 인센티브로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가격에 의해 자
원이 배분되는 시장기제 대신 정부가 품질을 평가하고 이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은 시장기제의 부작용은 줄이는 대신 높은 효율성을 보장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한편, 시장기제에 기반하여 시장의 순기능을 회복하는 접근법으로서
소비자들이 가격이 아닌 품질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즉,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아닌 품질탄력성을 높이는 방안이 필
요하다. 경제학에서 수요의 탄력성은 주로 가격, 소득과 같이 경제력과
관련된 요인들에 주목한다. 이는 품질이 계량화하기 어려운 지표일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경제학 이론에서 품질은 상품 또는 서비스별로 고정된
것으로 가정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같은 서비
스의 품질이 높아지고 낮아짐에 따라 수요가 높아지기도 하고 낮아지기
도 한다. 수요자들이 가격의 높고 낮음보다 품질의 높고 낮음에 민감하
게 반응할수록, 기관들은 품질을 낮출 위험이 큰 비용감축 전략보다 투
자를 해서라도 품질을 높이는 전략을 취할 가능성이 클 것이다. 품질 탄
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품질 정보 공개 확대, 고품질 기관으로의 이동
지원 등 품질에 관한 소비자 선택권과 이동성 증진 지원 정책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품질에 대한 인센티브와 수요의 품질탄력성을 높이는 또 다른 방식으
로 공동체적 접근을 고려해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인센티브는 경제적
인센티브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고 기관들은 이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
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기관 스스로가 이윤극대화가 아닌 품질향상을
주요 목적으로 삼는다면 그 자체가 인센티브로 작용할 수 있다. 모든 기
관은 이윤극대화 혹은 생존을 위해 수익률 확보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데, 수익률 대신 품질을 주목적으로 유지하는 방법으로서 수요자들이 직
접 공급에 개입하는 공동체적 방식을 고려해볼 수 있다. 수요의 품질탄
력성을 높이는 접근법은 품질이 더 높은 곳으로 언제든 이동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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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시그널을 보내는 방식이라면, 공동체적 접근은 수요자가 직접 공급에
참여함으로서 품질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볼 수 있다.
공동체적 접근은 돌봄서비스 영역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으며, 한
국에서는 주로 영유아 및 아동 돌봄 영역에 도입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
고 있다(황선영, 2019).
<표 5-2> 돌봄서비스에 대한 공동체적 접근과 관료제적 접근

구분 ←공동체적 방식
돌봄생산 수평적 거버넌스 형성
-통합적이고 융통적인
돌봄생산 강조
(공급)구조 -자발적
돌봄공동체
기반(community-based)
-돌봄생산/소비주체 간
돌봄주체 간 공동생산 강조
관계성 -돌봄관계자간 상호수평관계성
전제
돌봄수혜자 돌봄당사자
성격
돌봄생산성 돌봄당사자의 참여성
결정가치
출처: 김은정(2015:160-161)

관료제적 방식→
수직적 전달구조 확보
-선규격화, 표준화된 서비스전달
강조
-공식적 돌봄서비스 공급기관
기반(social agency-based)
-돌봄공급/대상자의 역할분리
강조
-돌봄공급/대상자 간 수직관계성
전제
돌봄대상자
돌봄공급자의 전문성, 합리성,
정확성

공동체적 서비스 공급 방식의 가장 큰 특징은 위에서 서술한 바와 같
이 서비스 소비자가 생산에 참여한다는 점이다. 영유아 및 아동돌봄에서
는 부모들이 직접 돌봄에 나서는 방식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서비스 공
급 방식에 대한 의사결정에 부모들이 직접 참여하는 것도 공동생산에 포
함된다.
이러한 공동체적 방식이 조직화된 대표적인 형태는 협동조합이다. 협
동조합에는 노동자, 소비자 등이 조합원으로 가입가능하며 기관의 서비
스 공급 방식에 대한 의사결정에 동등하게 참여한다. 구성원들의 동의
하에 이윤은 최소화하고 품질 유지 및 향상을 주목적으로 함으로서 기관
에 품질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단, 경영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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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서 볼 때 공동체적 방식은 효율성에 민감하지 않기 때문에 자칫 손
실을 입기 쉬우며 이는 기관의 생존가능성을 위협한다. 품질 향상을 조
건으로 수요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편, 경쟁이 질을 악화시키는 왜곡 현상을 바로 잡는 동시에, 시장기
제에 적합한 방식으로 경쟁 수준을 정상화시키는 정책도 필요하다. 과열
경쟁은 적절한 퇴출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시장실패 혹은 정부실패 상
황으로 볼 수 있다.
사후 품질 규제를 통해 퇴출을 활성화시킬 수도 있지만, 퇴출을 원하
는 기관들을 위해 “합리적 퇴출로”를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
다(석재은, 2017: 442). 일반 시장에서 경쟁에서 밀린 기업들이 손해를
최소화하며 시장에서 퇴출하는 방식은 인수 및 합병이다(김대중 외,
2013). 이를 통해 기업의 수가 줄어들면 시장 내 경쟁 수준도 적정 수준
으로 완화된다.
법률상 비영리기관은 매매가 불가능하므로 원칙적으로 요양병원의 인
수합병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불법적으로 이사직을 매매하는 방식으로
음성적인 인수 또는 합병은 이루어지고 있다(메디컬옵저버, 2019.01.15.).
장기요양기관은 영리기관인 경우 매매가 가능하며, 실제로 활발하게 거
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경쟁에 의해 질이 악화되기 쉬운 장기요양기관의 경우, 인수합병이 가
능하므로 시장기제에 의해 경쟁이 자연히 조절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
다. 그러나 수익률이 지나치게 낮아 인수합병 대상이 되지 못하는 경우,
파산까지 버티게 된다(김대중 외, 2013). 파산을 통한 퇴출은 시장기제의
작동으로 볼 수도 있지만 그 과정에서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다. 이러한 부작용을 줄이는 방안으로, 폐업을 원하는
기관의 이용자를 정부 직영 기관이 최소비용으로 인수하는 방안을 고려
해볼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은 시장 내 경쟁 수준을 더 높이지 않거나 오
히려 낮추면서,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 단, 기관들이 의도적으
로 공공기관에 매매하기 위해 제도를 악용할 수 있으므로 보상비용은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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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한으로 하고 이 방식대로 폐업된 기관은 재지정이 불가능하도록 보완
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경쟁에 의해 요양병원의 질이 향상될 수 있다면, 경쟁을 조성하기 어
려운 지역이 문제가 된다. 예를 들어, 농촌은 수요가 매우 작아 기관이
더 이상 진입하지 않고 이로 인해 독점적 시장이 유지되기 쉽다. 실제로
농촌 지역으로 분류되는 군 지역들은 서비스 유형을 막론하고 평균적인
질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원리에 의한 경쟁 조성이 어려운 지역에는 크게 두 가지의 정책
접근을 고려해볼 수 있다. 먼저, 정부가 개입하여 경쟁을 조성할 수 있
다. 보조금 등을 주어 신설을 유도하거나 공립 기관을 신설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이미 기존 독점기관이 지역 수요에 충분한 공급을
제공하고 있다면 과잉으로 서비스를 공급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예
를 들어, 서비스 품질이 낮은 독점기관이 있는 지역에 공립 기관을 신설
한다고 가정한다면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독점기관이 서비스 품질을 향
상시킬 유인을 줄 것이다. 혹은 경쟁에서 밀려 폐업하게 되면 지역 내
서비스 질의 평균은 상승하게 된다. 그러나 폐업하지 않는다면 과잉공급
으로 인해 두 기관 모두 병상수를 채우지 못하고, 상당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두 번째 방안은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다. 요양병원의 경우, 요양보호
사를 보호하는 조례가 있는 지역, 즉 품질 규제 수준이 높은 지역에서
독점이 질을 악화시키는 영향력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 또는
독점 수준과 상관없이 서비스 질도 비교적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는 경향
을 보였다. 즉, 독점 수준이 높은 지역이라면 종사자 보호 등을 통해 품
질 규제를 강화하여 질 악화를 어느 정도 방어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장기요양서비스는 시설서비스와 재가서비스 모두 경쟁에 의해
질이 악화되는 현상을 보였다. 이는 기관의 가격결정력이 낮기 때문에,
경쟁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해 비용을 감축하고 이로 인해 서비스 질이
낮아지는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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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제도를 큰 틀에서 유지한다면,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질 평균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나친 경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소규모 기
관이 다수 존재하는 시장구조보다는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기관들이 공
급하는 구조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 만약 공립 기관을 건설하고자 한다
면, 기존 기관들과 유사한 규모로 신설하는 것은 경쟁을 강화시켜 공립
기관 외 다른 기관들의 서비스 품질은 저하될 수 있다.

2) 효과적인 규제방안에 대한 제언
위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규제 수준에 따라 경쟁이 요양병원 서비스
질을 악화시키는 효과가 줄어들었으며, 이를 정책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규제 수준의 조절효과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해서는 나타나
지 않았다.
그렇다면 경쟁에 대한 조절효과 외에, 규제만으로 서비스 질을 향상시
킬 수 있을 것인가? Propper(1993)은 품질 규제의 효과성이 제한적일 수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기관의 의도적인 품질 저하를 막기 위해 정부는
품질 조건을 상세하게 규정하여 계약을 맺고 평가를 한다. 그러나 제약
이 많아질수록 기관으로서는 선택가능한 기술의 범위가 줄어들고, 결과
적으로 혁신을 위한 유인이 낮아지게 된다(Propper, 1993). 경영의 관점
에서만 본다면 노인 장기의료 및 요양서비스에서 인력의 운용은 중요한
기술 중 하나이다. 인력 운용 방식의 다양성이 규제에 의해 제한될수록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거나 비용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등의 혁신을
추구하기보다, 규제를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최소기준보다 약간 높은 정
도의 품질 수준만을 유지하려 할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해서 서비스 품질 향상만을 위해 규제를 완화시킨다면 규제
가 본래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가치를 손상시킬 수 있다. ‘요양보호사 처
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도 요양보호사들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또한, 규제를 완화한다고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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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이 항상 향상되는 것도 아니다. 경쟁 수준, 시장의 소비력 등과 맞물려
다른 결과를 도출할 수도 있다.
질 악화 부작용을 비교적 작게 유지할 수 있는 규제 방안으로 정보
비대칭성을 완화하는 규제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가격규제, 진
입규제, 품질 규제와 달리 정보 비대칭성의 완화를 위한 조치들은 경쟁
을 통해 소비자 복지를 증진한다는 본래 시장기제를 회복시키는 효과가
있다(Propper, 1993). 현재 수준에서 다른 규제를 유지하더라도, 규제 적
용 결과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 이용자와 기관 간 정보 격차를 줄인다면
규제의 부작용을 줄이고 효과는 극대화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현재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41)의 목록은 국민건강보
험법 제100조에 의해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
할 지자체 및 보건소 홈페이지에 공고되는데, 공고기간은 6개월로 제한
된다. 부당청구로 인한 행정처분이 확정된 장기요양기관의 목록도 공표
되는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에 의해 이 또한 6개월간 홈페이지
공시로 제한된다. 6개월이 지나면 목록을 확인할 수 없고, 인터넷 접근성
이 낮은 노인들은 이에 대한 정보를 얻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공시를 6개월로 제한하는 것은 기관의 영업권을 보장해주기 위한 것
으로 짐작된다. 보다 효과적인 규제 체제로 개편하고자 한다면, 평가항목
은 보다 단순화하여 기관의 준비부담을 덜어주고 기관운영의 자율성은
높이되, 평가내용과 위반항목에 대해서는 6개월보다 더 긴 기간 동안 공
시하고 우편 발송, 동주민센터 목록 게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정보 접근
성을 높이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다.
이에 더하여 현재보다 더 많은 정보를 공개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
가 있다. 적정성 평가의 원 지표값을 공개하는 요양병원에 비해, 장기요
양기관의 평가결과는 원 지표값을 토대로 산출한 점수만을 공개하고 있
다. 점수도 대분류까지만 공개되며, 가장 최근의 평가결과만이 공개된다.
장기요양기관의 평가결과도 중분류 이하의 점수를 공개하고, 가능한 원
41) 요양병원 외 종합병원, 의원 등도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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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값을 그대로 공개하며, 과거의 평가결과도 함께 제시할 필요가 있다.
한편, 품질 규제의 방식에 따른 차이에 근거한 정책 제안은 다음과 같
다. 먼저,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조례와 같이 인력을 보호하여 품질을 제
고하는 규제는 독점 지역에서 요양병원 및 시설서비스 질을 개선하는 효
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두 유형에서 경쟁이 서비스 질에 미치는
영향이 상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양보호사 조례가 독점 상황에서 질
을 개선하는 효과는 동일하게 나타난 것이다. 이는 현지조사와 같은 사
후 품질 규제 수준이 높을수록 독점 지역에서 재가서비스의 질이 상대적
으로 낮아진 것과는 다른 현상이다. 종합해본다면, 경쟁 지역에서는 품질
규제의 성격이나 수준이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반면,
독점 지역에서는 인력을 보호하는 품질 규제가 조사 방식의 사후 품질
규제보다 서비스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보였음을 알 수 있다. 독점에 의
해 요양병원의 질이 악화되는 효과를 줄이고, 독점에 의해 장기요양서비
스의 질이 향상되는 효과는 강화하기 위해서는 요양보호사 등 필수 인력
들에 대한 보호 규제가 적극 활용될 필요가 있다.

3) 지역 유형별 차별화된 정책의 필요성
요양병원 및 장기의료서비스의 질 문제는 주로 과열경쟁으로 인한 서
비스 질 악화 현상에 논의가 집중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공공
성 강화, 규제 강화 등의 정책이 논의되고 있다.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도시와 농촌, 지역 소득수준에 따라 경쟁의 영
향에 차이가 있었다. 분석 결과, 요양병원은 도시와 농촌 차이 또는 지역
소득수준에 따라 경쟁이 질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미하게 변하지 않았다.
경쟁에 의해 질이 강화되고 독점에 의해 약화되는 현상이 일관되게 나타
났다. 반면, 장기요양기관은 시설서비스와 재가서비스 모두 소득수준이
높은 지역에서 경쟁에 의해 질이 악화되는 현상이 더욱 크게 나타났다.
이는 장기요양서비스의 경우, 지역별로 차별화된 정책이 필요함을 시사
- 148 -

한다.
먼저, 도시에서는 지나친 경쟁에 의한 질 악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
이 높은 것이 사실이다. 즉, 현재 주로 제기되는 정책문제는 도시 지역의
문제를 주로 짚었다고 볼 수 있다. 기관의 가격 결정권이 제약된 상황에
서, 과도한 경쟁이 과도한 비용감축과 그로 인한 서비스 질 악화로 이어
지지 않도록 경쟁 수준을 적절하게 유지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도시의 과열경쟁에 어떻게 정책적으로 개입할 것인가? 과열
경쟁이 일어나는 원인은 단순히 진입규제가 낮기 때문만이 아니다. 여전
히 수익을 창출할 수 있어 기관들이 퇴출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그
수익을 나눠가질 여지가 있다고 믿는 기관들이 신규로 끊임없이 진입하
기 때문에 과열경쟁이 일어난다.
후자의 경우에는 시장의 현 상황에 대해 정확한 컨설팅을 사전에 제
공할 필요가 있다. 이미 민간에서는 관련 컨설팅 시장도 존재하지만, 민
간 컨설팅 기업들은 기관이 설립을 결정할수록 수수료를 얻는 구조이므
로 가능한 기대수익을 부풀려 말할 유인이 있다. 기관 설립을 신청하기
전, 시장의 현 상황과 향후 발생할 손익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지
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더 중요한 것은 전자, 즉 수익이 있어 퇴출하지 않는 기관들에 대한
정책이다. 퇴출하는 기관이 적어 경쟁이 해소되지 않는 현상에는 두 가
지 원인이 있을 수 있다. 첫째, 겉보기에 과열경쟁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는 시장의 균형점에서 경쟁이 조성되고 있을 수 있다. 이론적으로 완전
경쟁시장에서 공급자는 이익이 0에 수렴한다. 현실에서도 공급자는 아주
작은 수익률이라도 얻을 수 있다면, 보다 정확하게는 다른 사업 혹은 투
자에 의한 수익률보다 높기만 하다면 기관을 계속 운영할 것이다. 이런
경우에는 특별히 정책적으로 개입할 필요는 적다.
둘째, 불법적인 방안을 동원하여 여전히 수익을 창출하고 있을 수 있
다. 인건비 삭감, 허위명단을 통한 부당청구 등의 불법적 방안을 동원하
여, 현 경쟁상황에서 얻을 수 없는 수익을 올리고 있을 수 있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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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에 대한 엄격한 사후규제는 중요하다. 이러한 불법행위는 이용자의
권익을 침해하기도 하지만, 시장 내에서 법을 준수하고 적절한 수준의
서비스 품질을 유지하며 경쟁하는 기관들이 부당하게 경쟁에서 밀려 퇴
출되도록 만든다. 시장 전반의 공정경쟁과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라도
사후규제는 강화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사후규제를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현재와 같이 행정처분을
엄격하게 집행하면서, 동시에 형사처벌에도 적극 개입할 필요가 있다. 특
히, 이용자의 민사소송을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 현재로서는 이용자들
이 불법행위에 의해 피해를 입더라도 관리감독당국에 신고 또는 민원을
넣는 것 이외에 대응할 방안이 거의 없다. 이용자의 신체적 기능이 제약
될 뿐만 아니라, 가족이 대응하기에도 시간과 비용이 크게 소모되기 때
문이다. 한 기관에서 심각한 불법행위가 발각되고 이로 인해 이용자들이
피해를 입은 경우, 이용자들의 단체소송 등을 정부가 적극 지원할 필요
가 있다.
사후규제를 강화함에 있어 원칙은, 기준을 단순화하되 위반 시 대응은
강력하게 해야한다는 점이다. 불법행위를 하는 기관들은 발각 시 발생할
손해액까지 감안한다. 불법행위를 통해 경쟁기제를 왜곡하는 행위에 정
부가 강력히 대응한다는 시그널을 명확하게 전달할 필요가 있다.
한편, 기관이 여전히 수익을 창출하고 있고 불법적 행위를 하는 것도
아니지만 서비스 품질이 지나치게 낮은 기관들에 대해서는 최하위 기관
지정 취소제가 시행될 예정이다. 이러한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 시장기제
에 의한 퇴출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정책들을 동시에 추진할 필요
가 있다.
서비스 품질 최하위 기관들이 지속적으로 운영되는 첫 번째 원인은
여전히 공급에 비해 수요가 크기 때문에 기관이 유지된다는 점이다. 이
에 대해서는 고품질 기관이 더 유입되어 공급을 늘림으로서 최하위 기관
이 퇴출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는데, 이러한 지역에서는 정부의 직접
공급을 늘리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다. 둘째로, 결국 정보 비대칭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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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성의 문제이다. 품질이 얼마나 낮은지, 더 품질이 높은 기관이 근처
어디에 있는지 이용자들이 알기 어렵거나, 안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이동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최하위 품질인 기관에 머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정부는 이용자와 가족 및 지역 주민들에게 지역 기관들의 정보
를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이용자와 가족이 원하는 경우 타 기관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고 이동하는 과정을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
반면, 농촌 등 지역 소득수준이 낮은 곳에서는 경쟁, 독점 수준과 상
관없이 질이 비교적 낮은 수준으로 유지된다. 도시에 비해 농촌에서 경
쟁 수준이 평균적으로 낮기는 하지만, 수준의 차이가 질에 미치는 영향
력도 작다. 농촌에서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경쟁, 독점 등
시장화 방안보다는 다른 관점의 대안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서비스 품질이 높은 공립 시설을 추가로 신설하는 것도 직
접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도시에서는 공립 시설을 추가로 공급하면 경
쟁을 가속화시켜 지역의 평균적인 서비스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
려가 있다. 그러나 농촌에서는 경쟁 수준이 강화되어도 그로 인한 서비
스 질 변화폭은 작다. 즉, 도시에서는 경쟁 수준을 고려한 시장화 관점의
정책이 보다 중요하며, 농촌에서는 정부가 서비스를 직접 공급하는 공공
성 관점이 정책도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현재, 정부의 직접 공급을 증가시키기 위한 대표적인 정책으로 사회서
비스원이 추진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9). 2019년 현재 일부 광역지자
체(서울, 대구, 경기, 경남)들이 보건복지부와 함께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
인 사회서비스원은 돌봄서비스를 직접 공급하는 특수법인(공익법인) 형
태이다. 주 사업은 지자체 시설 위탁 운영 및 종합재가센터 운영이다. 기
존의 지자체 서비스 기관들은 주로 민간위탁으로 운영되었으나, 신규 설
립되는 기관들을 사회서비스원이 직접 운영하고자 한다. 서비스 기관은
요양시설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등 다양한 돌봄 시설이 포함된다. 종합재
가센터는 재가방문, 노인돌봄, 가사간병 등 다양한 재가서비스를 직접 제
공하는 센터로 신규설치된다. 이밖에 사회서비스원은 민간 기관의 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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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질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42)도 수행하지만, 위 두 개의 사업이 주 사
업이다.
사회서비스원은 농촌에 더 시급한 정책으로 볼 수 있다. 농촌은 수요
가 부족해 경쟁 조성과 인력 수급이 어렵다. 민간에 의한 공급 확대가
어렵다면 정부의 직접 공급도 대안이 될 수 있다. 정부의 직접 공급 확
대에 의해 지역 내 경쟁이 심화되어도 그로 인한 부작용이 비교적 작을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결과에 의하면 농촌 혹은 저소득지역에서는 경
쟁을 조성해도 그에 의한 서비스 질 차이가 크지 않았다.
반면, 도시 혹은 고소득지역에서의 사회서비스원 설립은 신중할 필요
가 있다. 정부의 직접 공급 확대가 지역 내 경쟁구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민간 기관들에 있어 사회서비스원은 또 다른, 상당히 강
력한 경쟁자이다. 본 연구결과에 의하면, 도시에서 장기요양기관 간 경쟁
이 치열해질수록 서비스 질은 악화되었다. 사회서비스원은 높은 품질의
서비스를 공급하더라도, 신규경쟁자의 진입에 의해 시장 전반의 품질은
향상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악화될 수 있다.

42) 대체인력 파견지원, 전문관리자 위탁하여 시설 자체 점검 지원, 재무, 회계, 인사
컨설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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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함의

서비스
유형에 따라
달라지는
경쟁의 영향
고려

효과적
규제방안

<표 5-3> 정책적 함의 요약

공통
(공통)
경쟁이 질 향상으로 이어지게 하는
정책 필요
-비급여 등 기관의 가격결정권을 향
상하는 정책은 경쟁에 의한 질 향
상을 유도할 수 있음. 그러나 과잉
진료, 재정낭비 등 부작용 우려
-경쟁 시, 비용감축이 아닌 품질향
상 전략을 선택하도록 하는 유인
구조를 만들어야 함
1)시장기제: 수요의 품질 탄력성 향
상(ex.품질 정보 공개 확대, 고품질
기관으로의 이동 지원)
2)정부기제: 품질 중심 인센티브 강
화 (ex.평가 구간별 인센티브 확대)
3)공동체기제: 품질 중심 목표 일치
(ex.협동조합 기관 장려)
규제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보 비대칭성 완화 규제를 우선
검토 (시장기제 회복) (ex.부당청구
기관 정보 공개 확대)

지역 유형별
차별화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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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별

(장기요양기관)
경쟁 수준 정상화 정책 필요
-합리적 퇴출로 지원 (부실기관 정
부 인수)
-과열경쟁 지역에 공립시설 추가 설
립 지양
(요양병원)
경쟁 조성이 어려운 지역에는 품질
규제 강화
사후 품질 규제보다는 인력 보호 규
제가 독점에 의한 질 악화(요양병
원)를 막고, 질 향상(장기요양서비
스)은 촉진하는데 효과적일 수 있
음
(도시)
(&장기요양) 경쟁 수준 조절 정책
필요
-사전 컨설팅 및 교육
-불법적 수익 창출에 대한 사후규제
강화 (ex. 퇴출 통해 경쟁 정상화,
피해자 민사소송 지원)
-저품질 기관 퇴출 (ex. 최하위 지정
취소제, 고품질 정부 기관 설립, 정
보 비대칭성 완화 및 이동 지원)
(농촌)
경쟁 효과 적음. 일관되게 낮은 질
=> 고품질 공립 시설 추가

제 3 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과제
본 연구의 결과는 자료의 한계와 분석 대상의 제약으로 인한 한계로
인해 신중하게 검토될 필요가 있다.
먼저, 본 연구는 지역 수준의 분석으로, 개인 또는 기관 수준의 연구
와는 다른 관점으로 수행되었다. 예를 들어, 지역 소득수준에 의한 조절
효과가 발견되었으나, 이는 지역 소득수준이 높은 지역에 거주하는 저소
득층 주민이 같은 혜택 혹은 피해를 입을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본
연구결과를 환원주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하위 수준
의 연구는 별도로 수행되어야 한다.
또한, 보다 신뢰도 높은 결과를 얻기에는 자료의 시간적 범위가 다소
부족하였다. 특히, 장기요양서비스의 등급 평가가 절대평가로 실시된 지
몇 년 지나지 않아 축적된 자료가 부족하다. 향후 평가가 더 진행되어
자료가 축적되면, 장기간 패널데이터를 구축하여 보다 신뢰도 높은 결과
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분석 대상을 제약한 점도 한계로 지목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노인
장기의료 및 요양서비스는 요양병원 및 장기요양서비스에 한정하였다.
실제로 현장에서 집행되는 노인 장기의료 및 요양서비스는 더 다양하다.
예를 들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장기요양 등급외자를 대상으로 제공하
는 ‘노인돌봄종합서비스’도 있다. 그러나 이들 서비스들에 대한 자료가
부족하였으며, 무엇보다 전국 각 지역에 위치한 기관들의 서비스 질에
대한 자료를 얻을 수 없었다. 요양병원과 장기요양서비스는 정기적으로,
전국 모든 기관에 대해 단일한 방법으로 질 평가가 실시된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자료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였다.
향후 노인 장기의료 및 요양서비스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관에 대하여
장기간의 자료를 확보하여 다양한 수준에서 분석을 실시한다면, 본 연구
결과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적실성 높은 정책 결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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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1>
요양병원의 경우, 시장집중도가 1인 지역과 그 외 지역들이 상당히 떨
어져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본 연구의 결과, 요양병원은 시장집중도
가 높아질수록 질 수준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집중도가 1인 관
측치를 제외하였을 때도, 또는 시장집중도의 분포가 연속적일 때도 이러
한 관계가 유지되는지를 확인하는 검증 절차를 거쳤다.
먼저, 시장집중도가 1인 관측치를 제외하고 동일한 분석을 실시하였
다. 총 42개(연도당 21개)의 관측치가 탈락하여, 분석된 관측치는 총 388
개(연도당 194개)이다. 검증결과 계수의 방향성은 모형마다 달랐으나
10%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는 없었다.
<부록-표 1> 검증 결과 (시장집중도=1 관측치 제외)

품질 규제
모형
기본 모형 조절모형
(조례)
시장집중도
0.019
-0.264
변수의 계수 (0.201)
(0.331)
+p<.1, *p<.05, **p<.01, ***p<.001
( ): 표준오차

품질 규제 지역소득요 지역소득요인
조절모형
인모형
모형
(현지조사) (도시-농촌) (1인당지방세)
-0.093
-0.525
0.354
(0.481)
(0.383)
(0.395)

다음으로 시장집중도를 비교적 연속적인 분포로 만들기 위해 로그를
취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로그를 취하면 <부록-그림 1>과 같이 비교
적 연속적인 분포가 나온다. 독립변수인 시장집중도와 종속변수인 서비
스 질에 로그를 취하여 기본 모형으로 분석을 실시하면 시장집중도의 계
수가 음(-)의 방향으로 나오며 이는 본 연구의 다른 결과들과 동일하다
(β=-0.0557, p<0.05). 이는 시장집중도가 1% 상승하면 서비스 질이 약
5% 낮아짐을 의미한다.
종합해볼 때, 시장집중도가 1인 관측치를 제외하였을 때는 유의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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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가 도출되지 않았으나,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에 로그를 취하여 분석
한 결과가 본문의 분석 결과와 동일하였다. 즉, 시장집중도가 1인 관측치
들의 분포가 일반적이지 않다고 해서 시장집중도의 영향력이 반대로 나
타날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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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그림 1> 로그를 취한 요양병원 <부록-그림 2> 요양병원 시장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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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표 2> 로그 변환 후 분석 결과

종속변수: 요양병원 서비스 질_로그값
고령화율(%)
1인당 지방세(천원)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조례(1:있음)(ref: 없음)
현지조사(1:높음)(ref: 낮음)
도시-농촌 (ref: 구)
시
군
시장집중도(독점)_로그값
연도
상수
관측치(# of obs)=388
집단 수(# of groups)=194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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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수
0.00424
2.82e-06
0.0459
-0.0112

표준오차
(0.00354)
(7.26e-05)
(0.0371)
(0.0309)

-0.112*
(0.0449)
-0.261***
(0.0590)
-0.0557*
(0.0227)
0
(0)
1.885***
(0.185)
시간 범위=2
wald chi2(7)=49.12***

<부 록-2>
장기요양기관의 평가는 유형마다 약 30~50개의 문항별 점수를 산정하
여 이루어진다. 각 문항별 점수는 세부적으로 다양한 평가기준에 근거하
여 산정된다.
<부록-표 3> 시설서비스 기관 평가 문항 (2018년)
번호 평가요소
문항
필요한 운영규정을 갖추고, 그에 따라 기관을 운영합
1 운영규정 기관운영에
니다.
운영계획
및
연도별 운영계획에 따라 기관을 운영하고 평가 후 차기 연도 계
2
평가 획에 반영합니다.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그 결과를 기관운영에 반영합
3 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를
니다.
4 인력기준 인력기준을 준수합니다.
5 인력추가배치 인력을 법적 기준보다 추가 배치하여 운영합니다.
6 경력직 해당 기관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직원의 비율이 높습니다.
직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등 인적자원 개발을 위해 노력합니
7 인적자원
개발 다.
8 건강검진 직원의 건강관리를 위한 정기검진을 매년 실시합니다.
9 직원건강관리 직원의 건강관리를 위해 노력합니다.
10 직원복지향상 직원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합니다.
지역사회자원 활용 및 교류를 통해 수급자에게 다양한 서비스가
11 지역사회자원
활용 및 교류 이루어지도록 노력합니다.
12 시설기준 시설기준을 준수합니다.
13 특별침실 노인질환의 종류 및 정도에 따른 특별침실을 두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시설환경
14 쾌적한 수급자가
을
조성합니다.
환경조성
15 낙상예방
환경조성 수급자의 낙상을 방지하기 위해 시설환경을 조성합니다.
16 식품위생관리 식품, 식당, 조리실 등을 위생적으로 관리합니다.
17 감염관리활동 수급자와 직원의 안전을 위해 감염관리 활동을 실시합니다.
18 감염병관리 수급자에 대한 감염병 건강진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발생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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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수
1
1
1
1
1
1
3
1
1
2
2
1
1
3
3
2
2
2

번호 평가요소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소화설비
전기가스설비
재난상황대응
응급상황대응
야간보호
수급자의
알권리 보장
수급자(보호
자) 참여강화
존엄성 및
사생활 보장
노인인권보호
통합적 사정
급여계획수립
및 제공
급여제공
결과평가
사례관리
수급자
청결서비스
식사제공
배설관리
욕창예방
욕창관리
간호 및
의료서비스
투약 및
약품관리
기능회복훈련
물리치료
인지기능증진

문항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화재 등 재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소화설비를 관리합니다.
화재 예방을 위해 전기가스설비를 관리합니다.
화재, 지진 등 재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실시합니다.
응급상황에 관한 대응체계를 갖추고, 응급상황 발생 시 적절히 대
처합니다.
야간에 수급자의 안전을 위해 노력합니다.
수급자에게 급여이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급여선택권 보장을
위해 노력합니다.
기관운영 및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수급자와 보호자의 의견이 충
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합니다.
수급자의 존엄성과 사생활 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수급자 학대를 예방하고, 신체적 구속을 하지 않는 등 노인인권보
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수급자의 건강상태와 개인적 특성 등을 고려한 종합적 욕구사정
을 실시합니다.
종합적인 욕구사정 등을 바탕으로 개별 급여계획을 세우고, 급여
계획에 따라 급여를 제공합니다.
급여제공에 대한 결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기록합니다.
수급자에 대한 체계적인 사례관리를 실시합니다.
수급자의 기능 상태에 따라 세면, 구강, 몸단장(의복), 목욕서비스
를 제공합니다.
수급자의 기능 상태에 따라 식사를 제공합니다.
수급자의 기능 상태에 따라 배설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욕창발생위험이 있는 수급자에 대해 적절히 관리합니다.
욕창발생 수급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및 관리를 위해 노력합니다.
수급자에게 적정한 간호 및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합니다.
약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수급자의 투약 관련 정보를 숙지하여
정확하게 투약합니다.
수급자의 신체자립능력 유지를 위해 기능회복훈련을 실시합니다.
물리(작업)치료사가 수급자의 신체기능을 파악하여 계획을 수립하
고 급여를 제공합니다.
치매 등 수급자의 개별 특성을 고려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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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수
2
2
3
3
1
2
2
3
4
4
4
2
2
3
3
3
2
3
2
1
2
2
3

번호 평가요소
서비스
42 여가활동
서비스
43 등급현황
44 욕창현황
45 유치도뇨관현
황
46 배설기능현황
47 유선만족도
48 평가자의견

문항

합니다.
수급자의 다양한 여가활동 욕구 충족을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합
니다.
입소 후 급여를 제공받은 수급자의 등급이 유지·호전되었습니다．
수급자의 욕창 발생률이 낮으며, 치유율이 높습니다.
수급자의 유치도뇨관 삽입률이 낮으며, 제거율이 높습니다.
입소 후 수급자의 배설기능상태가 유지·호전되었습니다．
보호자는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만족합니다.
기관의 임직원은 수급자에게 최상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합
니다.

<부록-표 4> 방문요양 기관 평가 문항 (2019년)
번 평가요소 응답자
문항
호
운영규정 및 급여제공지침을 비치하고 그에
1 운영규정 및 지침 기관 기관은
따라 기관을 운영합니다.
2 직원회의
기관 기관은 직원회의를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2년 이상 근무한 직원의 비율은 적정합니다.
3
경력직
기관 기관에
(대표자가 시설장인 경우 제외)
4 건강검진
기관 기관은 직원의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보수
5
보수
종사자 직원은
를 지급받습니다.
6 직원복지향상 기관 기관은 직원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합니다.
요양보호사가 직무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7 직무교육
기관 기관은
노력합니다.
기관으로부터 업무범위 및 부당한 요구에 대
8 업무범위교육 종사자 직원은
처하는 교육을 받습니다.
9 개인정보보호 기관 기관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10 생활환경 수급자 수급자의 생활환경은 청결합니다.
11 복장위생 종사자 급여제공직원은 위생적인 복장을 착용합니다.
수급자의 낙상 및 욕창 위험도, 인지기능 상
12 위험도 평가 기관 기관은
태를 정기적으로 파악합니다.
기관으로부터 급여제공에 대한 안내와 급
13 급여제공안내 수급자 수급자는
여계약서 부본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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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수
3
1
2
2
1
3
1

점수
2
3
3
1
2
4
2
2
2
4
2
4
4

번
호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평가요소
방문상담관리
급여제공
역량관리
재가급여관리시스
템
시간준수
수급자
알권리보장
계약체결 및 통보
수급자 욕구평가
급여제공계획
급여제공 적절성
욕구반영
직원변경
자료제공
기능회복훈련
사례관리회의
노인인권보호
신체청결상태
등급현황
서비스만족도조사
(유선)
* 제도 및 정책
참여도

응답자
기관
종사자
기관
수급자
기관
기관
기관
기관
기관
수급자
수급자
수급자
수급자
기관
수급자
수급자
기관
수급자
가점

문항
기관은 정기적으로 방문상담을 실시하고 수급자의
상태를 관리 합니다.
직원은 수급자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을 하기
위해 급여제공 역량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기관은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RFID)을 활용합니
다.
급여제공직원은 급여제공 시간을 준수합니다.
기관은 수급자에게 급여이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
여 급여선택권 보장을 위해 노력합니다.
기관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반영하여 급여계
약을 체결하고 급여내용통보서를 적기 통보합니다.
기관은 수급자의 욕구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기관은 수급자별 급여제공계획을 세우고 수급자(보
호자)에게 동의를 받습니다.
기관은 수급자별 급여제공계획에 따른 급여를 제
공․기록하고 변경된 경우 그 사유를 기록합니다.
수급자는 개별적인 욕구를 반영한 급여를 제공받습
니다.
수급자는 급여제공직원이 바뀌어도 동일한 수준의
급여를 제공 받습니다.
수급자는 탈수예방, 배변도움, 노인학대예방, 관절구
축예방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자료를 제공받습니다.
수급자는 신체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급여를 제공
받습니다.
기관은 사례관리 회의를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수급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수급자의 신체청결상태는 양호합니다.
기관의 급여를 제공받은 수급자의 등급이 유지․호
전되었습니다.
수급자는 기관의 급여에 대해 만족합니다.
기관은 장기요양보험제도 내실화에 기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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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
4
4
4
4
3
3
4
4
4
4
4
4
3
3
5
3
1
4
4~5

Abstract

The Impact of Competition on
the Quality of Social Services

: Focusing on the Quasi-market Supply of
Nursing Hospitals and Long-term Care
Services for Older Adults
ugyeong, Eo
D epartment of P ublic Administration, ublic P olicy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Y
P

With the diversification of providers of social services, how to
manage and improve the service quality of non-government providers
has emerged as an important policy challenge. Governments in many
countries including South Korea have introduced quasi-market policies
to increase the supply and quality of services through market
mechanisms, namely competition, but the effects of competition are
different. In order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quasi-market policy
and improve the quality of service for private service providers,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how policy instruments and environmental
factors affect competition.
This study focused on the long-term medical care and nursing
care for older adults, an policy field in which quasi-market policy h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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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en actively introduced and low service quality has been an issue.
The marketization policy and overheated competition have been
blamed for the deterioration of service quality and the reinforcement
of publicness through the expansion of government’s direct provision
and strengthening regulations have been suggested as alternatives.
However, the same quasi-market policy may have different influences
depending on the mix of policy instruments and market
characteristics. Before strengthening government mechanisms,
empirical analysis of the factors that influence the effectiveness of
competition are needed.
Therefore, this study analyzes the effects of competition or
monopoly on the quality of services of nursing hospitals and
long-term care institutions in the long-term care and nursing service
area where the quasi-market policy has been actively introduced, and
the policy instruments or environmental factors that can mediate
these effects. The unit of analysis is the region. Specifically, the
administrative district of the basic local government was defined as
the market. Generalized Least Squares (GLS) was used as an
analytical method.
The dependent variable is the quality of nursing hospitals,
long-term care facility services and long-term care home services.
For each type, the regional average value of the Health Insurance
Review and Assessment Service and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s regular evaluation grades were calculated to measure
the quality of service by region. The level of competition among local
institutions, an independent variable, was measured by the
Hirschman-Herfindahl index (HHI). Among the mediators, quality
regulation factors were measured by the level of on-site inspe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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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long-term care institutions and by the establishment of the
Ordinance on the Advancement of Care workers. Another moderating
variables, the regional income factors, were measured by the
difference between urban and rural areas (Gu, Si, Gun) and the local
income level as local tax per capita.
Th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competition and monopoly
levels affected the quality of all service types. This means that the
competition mechanisms intended by the quasi-market policy actually
affect the quality of service in various service types. But the
direction of competition or monopoly on service quality was different.
In the case of nursing hospitals, the higher the monopoly level, the
worse the quality. However, in the case of long-term care home
service quality was worse in the competitive market. The effect of
competition on the quality of service of facility service was not
shown in the basic model, but the quality was deteriorated by
competition in all the moderating effect models. In other words,
competition does not necessarily have a negative impact on quality
when introducing quasi-market policy, but the relationship may vary
by sub-policy instrument or environment.
The establishment of ordinances as a quality regulation factor
showed a significant moderating effect in nursing hospital model and
facility service model. In the case of nursing hospitals, the level of
monopoly in the market has less impact on service quality in areas
where the ordinance exists. On the other hand, in the case of facility
services, the higher the monopoly in the area with the ordinance, the
greater the quality of service. Another quality regulation factor, the
level of the on-site inspection, showed a significant moderating effect
on home care services. The higher the level of the on-site insp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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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maller the level of improvement in service quality as competition
eased.
In the case of regional income factors, the moderating effect of
urban-rural status and regional income level was similar. In cities or
regions with high per capita local taxes, service quality was low
when competition among long-term care institutions was high, and
service quality tended to improve relatively rapidly as competition
weakened. On the other hand, in rural areas or in regions with low
per capita local taxes, the change of quality due to competition or
monopoly was relatively modest, and the quality of service was
slightly improved by competition. In the case of home services, the
quality of service improved as the level of competition decreased in
cities or regions with high per capita local taxes, but the level of
service remained almost the same even if the level of competition
changed in rural or low per capita local taxes.
The theoretical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of
all, this study gives the following implications on the existing critical
discussions on marketization policy. First, quasi-market policy is
criticized for worsening equity, mainly due to the unequal distribution
of supply.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is study, the quality of
service, rather than the quantity of supply, was also unevenly
distributed by region. Second, the side effects of the quasi-market
pointed out were oversupply, overheating competition and deterioration
of service quality as results. However, the impact of high levels of
competition on quality of service differs by service type. This means
that a deterioration of service quality by competition is a specific
phenomenon manifested by market conditions, regulatory policies, and
so on. Third, critical discussions on the quasi-market focus o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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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akening of publicness. However, the expansion of the government's
direct supply seems to be effective only in specific regions, and it is
important to determine how to apply a combination of regulations
rather than how strong it should be.
The implications from the perspective of policy instruments are as
follows. Price regulation, entry regulation and post-quality regulation
had different influences on the main target components, which are
competition and quality of service, but the effects were correlated.
Entry regulation affects the level of competition, price regulation
affects the direction of the effect of competition on quality, and
post-quality regulation affects the magnitude of such effect.
The policy implications are as follows. First, it was found that the
direction of competition's influence on service quality is influenced by
institution’s pricing power, which means that incentives for quality
improvement are important. In order to induce quality improvement
rather than cost reduction in enhancing efficiency, the market
mechanism to increase the quality elasticity of demand, the
government mechanism to expand quality-based incentives, and the
community mechanism to keep the goal of quality improvement by
matching suppliers and consumers can be considered in policy design.
Second, regulations that can alleviate information asymmetry can
be considered as a regulatory measure that can keep side effects of
quality deterioration relatively small. Even if other regulations are
maintained at the current level, if the results of regulatory
enforcement are actively disclosed to reduce the information gap
between users and institutions, the side effects of regulations could
be reduced while maximizing their effectiveness. In addition, the
application of quality regulations through manpower protection m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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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 more effective in improving quality in monopolies than that of
post-quality regulations such as on-site inspections.
Third, differentiated policies by region type are needed. First of all,
it is true that cities are more likely to suffer from poor quality due
to excessive competition. In other words, the current policy issues
mainly address urban problems. It is necessary to maintain the level
of competition appropriately through rational exit measures. On the
other hand, where income levels are low, such as in rural areas, the
quality remains relatively low regardless of competition or monopoly
level, and the difference in competition level has little effect on
quality. In order to improve the quality of services in rural areas,
alternative approaches are needed, such as the expansion of
government direct supply rather than marketization.
eywords: Service quality, Quasi-Market, Competition,
R egulation, Nursing hospital, L ong-term care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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