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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대상은 바우처 사업이 가장 활성화 되어 있는 사회서비스 바우처이다. 이를 위하여 우선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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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결과, 많은 종류의 사회서비스 바우처들이 도입되어 있지만, 바우처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에 따라 전술한 다섯 가지 분석변수에 입

각하여 바우처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정책적 제언을 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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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20세기 들어 시장에서의 독과점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국가의 시장개입 필요성이 증

가하였다. 사회서비스에서도 세계대공황과 세계대전의 후유증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미

국의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Act) 제정, 영국의 비버리지(Beveridge) 보고서 등을 계

기로 국가가 사회서비스 공급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국가개입

은 필연적으로 높은 조세부담을 초래하고 시장을 위축시켰다. 또한 기업의 생산 활동을 

저하시키고, 개인의 자조의식과 사회적 유대감을 약화시켰다. 그리고 국가독점으로 인

한 공공서비스의 질 저하를 초래하였다. 이에 따라 1970년대 후반 이래 다시 국가의 역

할을 축소하고 대신에 시장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신자유주의 사조가 풍미하게 되

었다. 사회서비스 영역에도 이러한 사조가 도입되어 복지지출 축소, 사회서비스의 민간

위탁, 수급자 선정에서의 선별주의 강화 등이 강조되었다. 이와 더불어 사회서비스를 공

급하는 데서 시장의 기능이 강조되었다(Alcock and May, 2014). 

그러나 일반 상품시장과는 달리, 사회서비스를 시장에서 공급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수익창출이 어려워 가격기능이 작동하기가 어렵고 수급자의 빈곤(poverty)으로 인해 구

매력 창출에 한계가 있다. 또한 사회서비스는 수급자들이 합리적 선택을 위한 정보를 

갖기가 어렵다. 그리고 수급자의 비이동성(immobility)도 제약요인이다. 즉, 사회서비스

는 시설서비스가 많은 데, 취약계층은 물리적 이동에 제약이 있다. 따라서 사회서비스는 

완전한 경쟁시장이 형성되기 어렵다. 따라서 경쟁과 선택이라는 시장원리를 도입하되, 

국가의 재정지원에 의존하는 유사시장(quasi-market)이 도입되었다.

우리의 경우는 서구와는 경로가 다르다. 즉, 우리도 신자유주의를 추종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서비스를 공급하는 데서 국가의 역할을 강화해 왔다. 그 결과, 현재 국

가예산의 1/3 이상이 복지예산이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개입은 시장 및 민간부문의 

창의성 저해, 일반국민들의 자조의식과 노동의욕 저해 등을 초래하여 경제발전을 저해

할 수 있다는 반박이 있다. 따라서 사회서비스 공급에서도 경쟁과 선택을 본질로 하는 

시장기재의 도입이 필요함이 강조되고 있다. 그럼에도 사회서비스 공급에서는 전통적 

시장방식이 작동하기 어렵기 때문에 차선으로 유사시장 방식이 도입되고 있으며, 유사

시장의 대표적인 형태가 바우처(voucher)이다(Le Grand and Bartlett, 1993).

이러한 배경 하에서, 본 연구의 목적은 유사시장 형태의 공공서비스 공급방식인 바우

처 사업의 실태를 성공요건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언을 행하려는 것이다. 연구대상은 바우처 사업이 가장 활성화 되어 있는 사회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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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이를 위하여 우선 공공서비스 공급에서의 유사시장 및 이의 일환인 바우처의 의의

를 논의한다. 이어서 바우처 사업의 성공요건을 중심으로 분석틀을 설정한다. 다음에는 

이러한 성공요건에 비추어 우리나라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의 실태를 분석하고 문제점

을 도출한다. 마지막으로는 바우처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제언을 행한다.

Ⅱ. 이론적 논의 및 연구 틀의 설정

1. 공공서비스 공급과 유사시장

Williamson(1975)이 유사시장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이래, 1980년대 이래의 신자

유주의(neo-liberalism) 사조의 풍미와 더불어, 공공서비스 공급에서 유사시장 방식을 

도입하여 정부지출을 합리화하고 수급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려는 노력이 확산되었다. 사

회서비스 분야는 더욱 그러하였다. 그동안 국가는 사회서비스를 직접 제공하였지만, 이

제 국가는 유사시장에서의 서비스 구매자로 그 역할이 전환되고 있다. 재원조달도 직접

지출 대신에 목적(earmarked)예산이나 바우처를 수급자에게 제공하거나 민간위탁기관

에 지불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러한 유사시장 방식의 도입에 따라 사회서비스 

수급자들은 경쟁하는 다양한 공급자들로부터 자신이 선호하는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Taylor-Gooby, 2016). 

유사시장은 다수의 공급자들 간에 경쟁이 있으며, 이에 따라 수급자들이 서비스를 선

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시장과 유사하다. 국가가 독점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던 것을 

경쟁적･독립적 공급자로 대체한다는 점에서도 유사하다. 그러나 유사시장은 여러 면에

서 전통적인 영리시장과는 구분된다(Hasselknippe and Reikvam, 2011).1) 첫째, 유사시

장에서도 서비스 공급권을 획득하고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급자들 간에 경쟁을 하

지만, 공급자들은 반드시 수익극대화를 추구하지 않으며, 사적으로 소유되는 것도 아니

다. 둘째, 수요의 측면에서 소비자의 구매력이 금전적으로 표시되지 않으며, 소비자가 

어떠한 종류의 서비스든 무제한으로 구매할 수는 없다. 수급자에게 할당된 특정 서비스

만을 구매할 수 있도록 용도를 제한한다. 바우처가 대표적인 예이다. 셋째, 많은 경우에 

선택권이 수급자에게 직접 주어지기 보다는, 돌봄 매니저, 사회복지시설 등과 같은 제3

1) Walsh et al.(2005)은 유시시장의 주요 특성으로 구매자와 공급자의 분리, 계약에 의한 연결, 지불체

계의 다양성을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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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에게 위임된다. 즉, 수급자는 스스로 서비스선택권을 행사하기 보다는 제3자를 통해 

행사한다. 넷째, 소요되는 재원을 대부분 국가가 부담하며, 수급자 및 공급자의 자격기

준, 서비스의 종류･수량･품질 등을 국가가 주도적으로 설정한다(Le Grand and Bartlett, 

1993). 

따라서 유사시장은 국가와 전통적 시장의 중간지점에 있다. 국가가 공급하는 것과 같

은 공익성과 책임성을 유지하되 시장원리를 통해 공공서비스 공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서비스 질을 제고하려는 것이다. 유사시장은 다수의 공급자들에 의한 경쟁적 공급의 조

건이 형성되고 소비자가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통적 시장과 유사하다. 

그러나 서비스 공급자로 진입하거나 서비스가격을 결정하는 데서 국가의 규제가 수반된

다는 점에서 전통적 시장과 다르다. 즉, 서비스 공급자로 진입하는 데서 인허가, 신고, 

지정 및 지정취소 등 일정한 진입규제가 있으며, 공급자로 진입이 허용되어도 서비스가

격 결정, 서비스의 내용과 질, 계속 참가여부 결정 등에서 공급자의 자유가 제한된다

(Mooney, 1998; 오영란, 2012). 

2. 유사시장으로서의 바우처

바우처(voucher)는 국가가 일정한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개인에게 특정 재화나 서비스

를 구매할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하는 지불인증권이다. 즉, 바우처는 국가가 직접 서비스

를 공급하거나 생산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대신에, 수급자에게 서비스구매권을 주면

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다(Le Grand, 2011). 공공서비스에서 바우처 방식을 도

입하는 이유는 소비 측면에서 수급권자의 선택권, 편리성, 만족도를 제고하며, 공급 측

면에서는 공급자들 간 경쟁을 촉진하여 서비스 질을 제고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부차적으

로 수급자의 선호도를 파악하여 정책설계 시에 활용한다. 

바우처의 장점을 구체적으로 보면, 첫째, 바우처를 통하여 공급자들 간에 경쟁을 촉진

함으로써 공공서비스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그리고 바우처는 재원만 조달하므로 조직이

나 기구의 창설이 필요 없어 관료제의 비대화를 통제하는 데 유용하다. 

둘째, 수급자에게 구매력을 제공하여 시장과 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한다. 바우처를 통

한 구매력 제공은 크게 명시적 지불방식, 묵시적 지불방식, 환급(reimbursement) 방식으

로 구분할 수 있는데, 명시적 지불방식은 수급자에게 직접 쿠폰형태의 구매권을 지급하

는 것으로 식품구매권(food stamp), 문화상품권, 관광상품권 등이 이에 해당한다. 묵시

적 지불방식은 수급자가 해당 제품이나 서비스를 소비한 후에 정부가 공급자에게 후불 

지급하는 것으로, 정부가 임대인에게 임대료를 지불하는 주택바우처가 예이다. 환급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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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은 수급자가 비용을 지불하고 이후에 정부가 세액공제 등으로 환급해 주는 것이다(정

광호, 2008). 

셋째, 특정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구매하는 상품의 종류, 양, 범위 등에 관한 

선택권을 조정 및 통제함으로써 공공서비스의 수급을 조절할 수 있다. 바우처는 현금지

급 방식보다는 소비자 선택권을 줄이지만, 소비 용도를 제한함으로써 지원금의 용도 외 

사용을 방지한다. 수급자는 바우처를 사용할 의무는 없지만, 사용하지 않으면 경제적 손

실이 발생하므로 본래 목적대로 사용하게 된다. 이를 통해 정책목적을 달성하고 특정 

산업이나 소비를 촉진할 수 있다. 또한 바우처는 가시성과 투명성이 높아 누가 비용을 

부담하고 혜택을 받는지가 비교적 명확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정부가 특정 정책의 도입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정광호, 2008). 

넷째, 바우처를 통하여 서비스 공급자와 수급자 모두에게 일정한 규제를 가함으로써 

정부지출을 통제할 수 있다. 공급자에게는 면허나 자격요건을 설정하여 시장진입을 규

제하거나 품질인증을 통하여 품질수준을 제한할 수 있다. 수급자에게는 소득기준, 장애

인, 연령 등의 자격요건을 설정하거나 바우처로 구매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한하거나 

지출상한선을 설정하여 정부지출을 억제할 수 있다. 그리고 후불제인 묵시적 지불방식

이나 환급방식은 수급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또한 바우처는 위탁

계약에 비해 대리인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즉, 위탁계약은 정부가 공급자를 감독해야 하

지만, 바우처는 수급자의 선택권을 통해서 감독비용을 줄일 수 있다.2) 

3. 연구 틀의 설정: 바우처 사업의 성공요건을 중심으로

바우처 사업의 성공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합의된 기준은 없지만, 대체로는 바우처, 

민간위탁, 아웃소싱(outsourcing) 등을 포함하는 유사시장의 성공요건, 바우처의 장점 

및 목적 등을 통하여 성공요건을 도출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참고할 수 있는 것들로 

우선 Le Grand and Bartlett(1993)는 바우처를 포함하는 유사시장의 성공을 평가하는 기

준으로 능률성(efficiency), 반응성(responsiveness), 선택(choice), 형평성(equity)의 네 

가지를 들고 있다. 우선 능률성은 두 가지 관점이 있다. 하나는 단순하게 서비스를 제공

하는 데서의 비용과 관련시키는 것으로 능률적 서비스는 전체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2) 위탁계약과 바우처는 모두 정부가 재원을 조달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위탁계약은 공급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반면에, 바우처는 수급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한다. 그리고 위탁계약은 정부가 공

급자를 통제하지만, 바우처는 수급자가 공급자를 선택하는 간접적 통제이다. 경쟁유지방식 면에서, 

위탁계약은 입찰이나 계약조건 설정을 통해서 정부가 경쟁을 유도하는 반면에, 바우처는 수급자의 

선택을 통해서 공급자들 간의 경쟁을 유지한다(Alcock and May, 2014; 정광호,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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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는 능률성을 다소 조잡하게 정의하는 것으로(crude efficiency) 서비스의 질과 양

에 대해서는 관심이 적다. 다른 하나는 생산적 능률성(productive efficiency)으로 이는 

비용을 서비스의 질 및 양과 결부시키는 것이다. 이는 비용 대비 가치(value for money)

의 개념으로 능률성은 주어진 질과 양의 서비스를 가능한 낮은 비용으로 제공하는 것이

다. 다음에 반응성은 서비스가 고객의 욕구에 민감하고 유연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

다. 공공행정에서 공공선택론 등이 도입되면서 서비스 제공에서 고객의 요구에 대한 반

응이 중시되고 있다. 선택은 공공서비스 소비자에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다. 소비자주권이 강조되는 시대에서 이러한 서비스 선택권은 그 자체로서 바람직

하며, 또한 경쟁을 통해 능률성이나 반응성과 같은 다른 가치들을 촉진하는 수단이 된

다. 형평성은 서비스가 사회경제적 지위, 성별, 인종 등의 서비스와 무관한 요인이 아니

라, 서비스에 대한 욕구(need)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다. 

Kähkönen(2004), Stewart(2007), Hasselknippe and Reikvam(2011) 등이 언급하는 유

사시장의 특성 역시 바우처의 성공여부를 판단하는 데 참고할 수 있다. 이들이 주장하는 

유사시장의 특성으로는 공공부문에 의해 설립되고 유지됨, 시장수익의 극대화보다는 사

회적 수익(social profitability)을 추구함, 다양한 공급자들이 고객 및 수급권 획득을 위

해 경쟁함, 서비스 비용은 구매자인 정부와 서비스 공급자 사이에서 발생하며 서비스 

이용자는 비용을 지불하지 않음, 고객의 구매력이 금전적 기준으로 표시되지 않음, 할당

된 특정 서비스의 구매에 제한됨, 소요재원의 대부분이 정부에 의해서 지원되며 따라서 

정부는 서비스의 종류･수량･품질 등을 설정하는 데서 적극적으로 개입함 등이다. 

정광호(2008), 오영란(2012) 등 국내학자들의 바우처의 장점에 대한 언급도 연구 틀을 

설정하는 데 참조할 수 있다. 이들은 바우처 방식의 장점으로 우선 소비 측면에서 수급

권자의 선택권, 편리성, 만족도를 제고하는 데 기여하며, 공급 측면에서 공급자들 간의 

경쟁을 촉진하여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서비스 공급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된다. 부차적으로 소비자들이 어떤 종류의 서비스를 보다 많이 요구하는지를 파악하여 

정책방향을 설계하는 데도 필요하다. 

이하에서는 관련분야 선행연구들을 참조하여 본 연구의 바우처 사업의 성공여부를 판

단하는 기준들로 다음과 같은 변수들을 선정하고자 한다. 첫째, 공급자들 간의 경쟁성 

유지 여부이다. 바우처는 시장기재를 통하여 서비스 질과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효

과를 거두려면 다양한 공급자들이 존재하고 이들 간에 경쟁이 있어야 한다. 이를 통해 

수급자는 선호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다. 따라서 바우처는 공급자들 간에 

경쟁을 확보할 수 있을 때 도입해야 한다. 경쟁을 유지하려면 공급자의 진입장벽이 낮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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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한 수요가 형성되어야 하며, 수급자의 이동에 과도한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경쟁시스템이 공정해야 한다.3) 따라서 공급자에 대한 규제가 과도하지 않아야 하며, 시

장의 범위를 확대하여 수급자의 이동을 용이하게 하고 거래비용을 줄여야 한다. 

둘째, 수급자의 선택권 정도이다. 선택권은 수급자가 서비스 공급기관, 서비스 내용, 

전달자, 시간대 등을 선택할 수 있는 정도와 관련된다. 이는 첫 번째 요건과 연동되지만, 

반드시 비례하지는 않는다. 공급자는 많지만 다양한 제약이 존재하거나 수급자의 선택

능력 부족, 빈곤, 비이동성 등의 경우에는 선택권이 제한된다. 그리고 공급자 선택과 서

비스 선택 간에도 차이가 있다. 공급자 선택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러 공급자들 

간에 선택을 하는 상황이며, 서비스 선택은 동일한 공급자의 다양한 서비스들 중에서 

선택을 하는 것이다. 

사회서비스 바우처는 상당 정도로 선택권을 보장하지만, 여러 면에서 제한된다. 그 이

유는 우선 지역 내에 서비스 공급자가 제한되어 있으며, 시설의 경우는 공급자가 다수라

도 수급자들이 취약계층이 많아 이동에 제한이 있다. 그리고 시설이나 방문서비스 등은 

수급자들이 자신이 익숙한 곳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 품질에 따른 선택을 제약한다. 

다음에 사회서비스는 서비스품질이 지역 간에 차이가 있어 수급자의 선택권이 제약될 

수 있다. 의료서비스가 그 예이다. 그리고 공급자의 역(逆)선택 현상 역시 사회서비스 선

택권을 제약한다. 이는 공급자가 수익이 많이 나는 수급자를 선택하거나 도우미 등의 

전달자가 서비스를 제공하기 쉬운 수급자를 자의적으로 선택하는 행위이다. 이는 공급

자에 의한 크리밍(creaming) 행위로서 수급자의 서비스 선택권을 제한한다(Carter and 

Whitworth, 2015).

수급자의 선택 및 구매 능력 역시 바우처 사업 성패에 영향을 미친다. 수급자가 서비

스에 대한 정보와 지식이 있어야 하지만, 사회서비스 수급자는 고령자나 저학력자가 많

아 관련 지식이 부족하고 정보수집능력이 낮다. 특히, 의료서비스나 요양서비스는 서비

스 선택에서 상당한 전문성이 필요하다. 그리고 사회서비스 바우처는 대부분 본인부담

금이 있는데, 수급자가 경제능력이 부족하면 바우처를 제대로 이용하기 어렵다.

셋째, 서비스 품질 역시 바우처 사업의 성공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그동안 공공서

비스는 시장실패의 논리 하에 국가가 독점 공급을 하였으나, 이는 서비스의 질 저하와 

비용증가를 초래하였다. 이에 따라 신자유주의 사조 하에서, 공공서비스 공급에서 시장

방식을 도입하여 수급자의 선택권을 확대함으로써 공공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자 하였

3) 특정 공급자의 사장점유율이 낮고 수가 많더라도 공급자들 간에 특정수급자 기피나 담합행위 등이 

발생하면 공정한 경쟁이 되기 어렵다(김인, 2010).



38 ｢행정논총｣ 제57권 제4호

다(Holden, 2008). 따라서 바우처는 비용절감과 서비스 질 제고라는 서로 상반되면서도 

연계된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며, 바우처의 성공여부를 판단하는 데서 서비스품질은 중

요한 것이다.

넷째, 형평성 정도도 바우처 사업의 성공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형평성은 사회서

비스가 수급자의 욕구에 의해 결정되는 정도이다. 이는 서비스이용에서의 기회균등과 

관련된다. 사회서비스 수급자의 상당수는 빈곤, 고령, 신체적 불리함 등으로 전통적 시

장에서 사회서비스를 구매하지 못한다(Stewart, 2007). 따라서 국가가 비스를 직접 공급

해야 하지만, 이는 독점으로 인한 비효율성이나 반응성 저하 등에서 문제가 있어 유사시

장이 도입되었다. 그러나 사회서비스 바우처는 국가의 재정지원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형평성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 공정한 분배가 중요한 정책목표인 사회서비스

는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바우처 사업은 효율성을 이유로 형평성을 훼손해서는 안 된

다. 

다섯째, 바우처를 통해서 비용, 인력, 시간 등의 측면에서 어느 정도 효율성을 달성하

는지 여부이다(Kἂhkὂnen, 2004). 효율성에 관해서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관점이 있다. 

하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서의 비용 측면이다. 효율적인 서비스는 전체비용을 최소

화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관점은 제공되는 서비스의 양과 질에 관해서는 관심이 

적다. 두 번째는 서비스 비용을 서비스의 질 및 양과 관련시키는 생산적 효율성 개념이

다. 정해진 양과 질을 유지하면서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비용은 다소 많더라도 질

과 양이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면, 중요하지 않은 서비스를 낮은 수준의 질과 양으로 값

싸게 공급하는 것보다 효율적일 수 있다. 비용에 대한 가치(value for money)의 문제인 

것이다. 이 점에서 효율성은 주어진 양과 질의 서비스를 가능한 낮은 비용으로 제공하는 

것이다(Le Grand and Bartlett, 1993). 사회서비스 바우처는 이러한 의미의 효율성을 추

구하는 것이 타당하다. 

본 연구에서의 바우처 사업의 성공요건에 대한 구체적 변수들을 보면, 우선 공급자들 

간 경쟁성은 다수의 서비스 공급자 존재 여부, 공급자의 시장진입 장벽 정도, 그리고 적

절한 수요 형성에 따른 공급자의 시장진입 메리트 여부 등이다. 수급자의 선택권 측면에

서는 바우처로 구매할 수 있는 서비스가 내용 면에서 다양하며 품질이나 가격 등의 면에

서 공급자들 간에 차별성이 있는지, 서비스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성은 높은지, 소비자

의 이동성과 구매능력은 제한이 없는지, 그리고 소비자의 정보획득 능력 및 서비스품질 

판단능력은 있는지 등을 볼 수 있다. 서비스품질은 품질관련 정보가 제대로 공유되는지, 

품질에 대한 모니터링은 잘 되고 있는지, 성과평가는 적절하게 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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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야 한다. 형평성은 바우처의 수급요건이 적절한지, 사회서비스의 지역 간 차이가 적정

한지, 본인부담금 수준은 적절한지를 분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효율성은 투입되는 

비용, 인력, 시간의 절감효과가 있는지, 서비스 질이 향상되는지, 서비스제공과정에 대한 

지도･감독이 적절한지, 서비스제공에서의 평가기반이 제대로 구축되어 있는지 등을 조

사할 수 있다(<표 1> 참조).

<표 1> 바우처 사업의 성공요건 및 평가항목

성공요건 세부 평가항목

공급자들 간 경쟁성
-복수의 서비스 공급자 존재여부
-서비스 시장에의 진입장벽 
-서비스수요 형성 및 공급자의 시장진입 메리트

수급자의 선택권

-서비스의 다양성과 품질, 가격 등의 차별성
-서비스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성
-수급자의 정보획득 및 서비스품질 판단능력
-수급자의 이동성과 구매능력

서비스 품질
-품질에 관한 정보공유 
-품질에 대한 모니터링
-품질에 대한 평가

형평성
-수급요건의 엄밀성과 포괄성
-서비스의 지역 간 격차
-본인부담금의 적절성 

효율성

-투입되는 비용, 인력, 시간의 절감 
-서비스 질 등과 연계한 거시적, 사회적 효율성
-서비스 관리체계의 통합･연계성
-서비스제공과정에 대한 지도･감독
-서비스제공에서의 평가기반 구축

Ⅲ. 바우처 사업의 실태 및 문제점 분석:

사회서비스 바우처의 경우

1. 사회서비스 바우처의 실태

우리는 국가가 사회서비스 수급자에게 직접 현금, 서비스, 물품을 제공하는 대신에, 

정해진 사용처에서 서비스 또는 물품으로 교환할 수 있는 이용권을 제공하는 국가바우

처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사회서비스 바우처는 노인, 장애인, 산모, 아동 등 사회적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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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계층에게 이용권을 발급하여 서비스를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다(강혜규, 2013). 바우처 

금액은 정부지원금과 수급자의 본인부담금을 합한 것으로 구성된다. 

바우처의 구체적 내용은 보면, 건강보험 임신･출산진료비 지원사업은 임산부에게 진

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대상은 임신이 확진된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중에서 신청을 한 임산부이다. 급여는 임신 1회당 50만원의 바우처를 제공한다. 사용방

법은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하여 지정요양기관에서 본인부담금을 결제한다. 신청은 산부

인과에서 임신확인서를 발급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카드영업점을 방문하여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는다. 청소년산모 임신･출산의료비 지원은 만 18세 이하의 청소

년 산모에게 진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다. 임산부가 산부인과에서 진료를 받은 급여 

또는 비급여의료비 중에서 본인부담의료비를 120만원까지 지원한다. 사용방법은 국민

행복카드를 이용하여 지정요양기관에서 본인부담금을 결제하며, 신청은 사회서비스 전

자바우처 포털을 통해 신청한다.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은 영아가 있는 저소득층가정에

게 기저귀 및 조제분유를 제공하는 것으로,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40% 이하의 저소득층 

영아 가구이다. 급여는 24개월 이하 영아의 부모에게 최대 24개월 동안 기저귀 월 

64,000원, 기저귀+조제분유 월 150,000원을 지원한다. 사용방법은 국민행복카드를 발급

받아 결제 가능한 유통점에서 바우처로 구매하며, 신청은 시군구 보건소 및 읍면동사무

소에서 행한다. 에너지바우처 지원은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난방카드를 지급하는 것으

로, 지원대상은 생계급여수급자로서 노인, 영유아, 임산부, 장애인을 포함하는 가구이다. 

지원내역은 1인 가구 84,000원, 2인 가구 108,000원, 3인 이상 가구 121,000원이다. 사

용방법은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지정된 에너지 판매처에서 구매한다. 아이돌봄서비

스 지원은 12세 이하 아동을 둔 양육공백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방문하여 아동을 돌봐주

는 것이다.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120% 이하의 양육공백 가정이다. 지원내용은 소득수분

별로 영아종일제는 월 546,000원부터 1,170,000원까지, 시간제는 시간당 2,340원부터 

6,240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사용방법은 아이돌봄 홈페이지에서 국민행복카드 정보를 

저장한 후에 서비스신청서를 작성한다. 신청은 정부지원 신청은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

며, 서비스지원 신청은 홈페이지에서 별도로 신청한다. 

사회서비스 바우처의 이해당사자는 서비스 수급자, 보건복지부(선정요건, 서비스유

형, 지급방법 등의 기준과 절차 마련), 시군구(수급대상자 및 공급기관 신청접수, 선정, 

통지), 사회보장정보원(결제승인, 비용지급과 정산업무, 카드 및 단말기관리), 서비스 공

급기관 등이 있다. 사회서비스 바우처는 쿠폰형과 포인트형이 있다. 쿠폰형에는 노인돌

봄종합서비스, 노인단기가사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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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등이 해당한다. 포인트형은 금액결제와 비슷한 것으로 단가산

정이나 기본서비스 설정이 곤란한 경우에 사용한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발달재

활서비스, 언어발달지원사업이 해당한다(김현아･이희종, 2016).

사회서비스 바우처는 2007년 장애인활동지원, 노인돌봄종합, 지역사회서비스투자를 

대상으로 처음 시행한 이래, 2008년 산모･신생아건강관리,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임신

출산진료비지원사업, 2009년 발달재활서비스, 2010년 언어발달지원사업으로 확대되었

다. 2011년에는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으며, 2012년 사회

서비스 바우처사업을 금융기관 위탁방식에서 카드발급, 결제승인, 단말기관리를 사회보

장정보원이 일괄 수행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였다. 2014년에는 노인돌봄, 발달장애인부모

심리상담서비스를 포함하였으며, 2015년에는 국민행복카드를 출시하여 국가바우처 운

영체계를 도입하였다. 

현재 사회서비스 바우처는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장애인활

동지원, 지역사회서비스투자, 가사간병방문지원, 발달재활서비스, 언어발달지원, 발달장

애인부모상담지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사업의 대상은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자 또는 차(次)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

정, 건강보험료 본인부담료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이다. 지원사항은 출산일 이후 60일까지 산후조리 가정방문서비스 이용권을 60만원까지 

제공한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는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60% 이하인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에서 방문서비스와 주간보호서비스는 노인장기요양등급 외 판정자, 단기가사서비스는 

골절 및 중증질환수술로 단기돌봄이 필요한 자, 치매가족휴가지원은 방문 주간보호서비

스 이용자 중 치매노인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내용은 방문서비스는 월 344,520원까지의 

가사활동지원 서비스 이용권, 주간보호서비스는 월 최대 344,520원까지의 주간보호서비

스 이용권, 단기가사서비스는 월 최대 235,200원까지의 가사･일상생활 지원서비스 이용

권, 치매가족휴가지원은 연간 6일 이내로 일 최대 29,880원까지의 치매노인보호서비스 

이용권을 지급한다. 

장애인활동지원은 6세∼65세 미만의 1∼3급 장애인에게 월 최대 163,000원까지 활동

지원, 방문목욕, 방문간호서비스 이용권을 지급한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는 아동, 장애

인, 노인 등에게 서비스이용권을 지급하는 것으로, 세부 지원내용은 사업별로 상이하다. 

가사간병방문지원은 65세 미만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가사간병서비스가 필요한 자

에게 월 244,890원까지 재가간병 및 가사지원서비스 이용권을 지급한다. 발달재활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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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는 전국가구 평균소득 150% 이하 가구의 18세 미만 장애아동에게 월 22만원까지 재

활치료서비스 이용권을 지급한다. 언어발달지원은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 가구

의 12세 미만 비(非)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장애부모의 자녀에게 월 최대 22만원까지의 이

용권을 지급한다. 발달장애인부모상담 지원은 발달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녀의 부모 및 

보호자에게 월 최대 16만원까지의 이용권을 지급한다. <표 2>는 주요 사회서비스 바우

처의 내역을 요약한 것이다.

<표 2> 주요 사회서비스 바우처의 내역

사업 명 대상자 지원 사항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저소득 출산가정
산후조리 가정방문서비스 이용권
(산후 60일까지 최대 60만원)

노인돌봄종합서비스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
서비스 종류에 따라 가사활동지원서비스 이용권, 주
간보호서비스 이용권, 가사/일상생활 지원서비스 이
용권, 치매노인보호서비스 이용권

장애인활동지원
6∼65세 미만의 

중증장애인
월 163,000원한도 사회서비스 포인트

지역사회서비스투자 아동, 장애인, 노인 대상자별 사회서비스 이용권 지급

가사간병방문지원 65세 미만의 저소득계층 월 244,890원 한도 재가간병 및 가사지원서비스이용권

발달재활서비스
18세 미만 저소득가구 

장애아동
월 220,000원 한도 재활치료서비스 이용권

언어발달지원 저소득 장애부모의 자녀 월 220,000원 한도 사회서비스 포인트 

발달장애인부모상담지원
발달장애인 자녀의 부모 

및 보호자
월 160,000원 한도 사회서비스 포인트

 출처: 김은하･최기정(2017), 윤기찬･이인수(2018) 등에서 발췌함.

사회서비스 공급기관의 바우처 참여는 크게 등록제와 지정제로 구분할 수 있다. 등록

제는 가사･가병방문서비스, 산모･신생아방문서비스, 노인방문종합서비스, 지역사회서비

스투자사업이 이에 해당한다. 등록기준은 사업별로 시설기준･장비기준, 인력기준･자격

기준이 있다. 지정제는 일정한 조건을 갖추어 신고를 하면 행정기관이 심사하여 지정하

는 것으로 허가제와 유사하다. 지정제 대상사업은 장애인활동지원, 발달재활서비스, 언

어발달지원사업이다. 장애인활동지원의 지정은 관할 기초단체가 행한다. 발달재활서비

스의 지정기준은 시설기준, 인력기준, 발달재활서비스 기준의 세 가지이다. 운영기준은 

운영규정, 회계 관리, 장부비치, 보험가입을 점검한다. 이 역시 공모방식으로 지정한다. 

언어발달지원사업의 지정은 언어재활서비스 경험이 있는 기관을 우선적으로 지정한다. 

서비스 공급기관은 서비스 제공경험 및 전문성, 서비스 내용의 적정성 및 질 관리,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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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관리체계, 근로조건 등의 요건을 구비해야 한다(박서연 외, 2017). 

지정제의 지정절차는 공고, 신청,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 지정 및 통보의 순으로 행

한다. 각 지자체별로 수요인원을 고려하여 적정 수를 판단한다. 지정이 되면 공급기관은 

바우처가맹점 등록을 하며, 시군구는 운영성과를 평가한다. 유효기간 중에도 사업에 대

한 수요가 증가하면 추가지정이 가능하며, 공급기관 평가를 통해 지정취소도 가능하다. 

재(再)지정 시에는 평가결과 사업실적이 우수한 경우에는 지정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2. 사회서비스 바우처의 문제점 분석

1) 공급자들 간 경쟁성

바우처는 공급자 지원방식으로부터 수요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

이다. 이를 통하여 공급자들 간 경쟁을 촉발하여 수급자의 서비스 선택권을 보장하고, 

공급기관의 허위･부당청구 등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다. 따라서 바우처 사업의 기

본전제는 서비스 공급자들 간에 경쟁을 유지하는 것이다(Mooney, 1998). 

이를 위해서는 우선 수적인 면에서 복수의 공급자가 존재해야 한다. 이의 실태를 보

면, 대표적 사회서비스 바우처인 노인돌봄종합서비스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광

역단체의 예를 보면, 서울시에는 현재 각각 618개와 668개의 공급기관이 있으며, 농촌

지역을 포함하는 경상북도의 경우도 각각 582개와 368개의 공급기관이 있다(<표 3> 참

조). 물론 산하의 기초단체별로 차이가 있지만, 이 정도 숫자이면 공급자들 간에 경쟁관

계가 형성될 수 있다. 반면에 치매가족휴가지원서비스, 발달장애인부모상담지원, 가사간

병방문지원사업은 서울시가 각각 25개, 45개, 95개, 경상북도가 각각 16개, 25개, 52개

로 수적으로 불충분하며, 특히 광역단체 전체로 이 정도 숫자이면 기초단체에서는 복수

의 공급자가 없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이는 기본적으로 해당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적

기 때문일 것이다.

이처럼 공급자들 간의 경쟁 정도는 사회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차이가 큰데, 이는 대체

로 시장원리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지역사회서비스투자, 발달

재활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등 수요가 많으면 기초단체 단위별로 대체로 복수의 

공급자들이 존재하지만, 치매가족휴가지원서비스,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발달장애인부

모상담지원 등은 공급자들 간에 경쟁체제를 갖출 정도가 되지 못한다.4) 

4) 공급자들 간 경쟁성은 어느 정도 실질적 경쟁이 확보되느냐가 중요하며, 이것이 공급기관에 대한 정

부의 지정이나 등록의 요건이 느슨하거나 방임수준으로 운영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진입을 쉽게 

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관련 정부기관이 보다 큰 책임을 가지고 지역사회 특성, 수급자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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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사회서비스의 종류별 바우처 제공기관 수(예시)
(단위: 개소)

사회서비스 종류 서울특별시 경상북도

노인돌봄종합 618 582

치매가족휴가지원서비스 25 16

장애인활동지원사업 163 68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183 28

지역사회서비스투자 668 368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95 52

발달재활서비스 315 130

언어발달지원사업 122 49

발달장애인부모상담지원 40 25

 출처: 김은하･최기정(2017), 사회보장정보원(2019),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에서 발췌함.

공급자의 바우처 사업 진입장벽과 관련해서는 현재 장애인활동지원, 발달재활서비스, 

언어발달지원사업의 세 가지는 지정제이며, 나머지는 모두 등록제이다. 등록제는 사업

별로 정해진 시설기준, 장비기준, 인력기준, 자격기준을 충족하면 어느 기관이든 공급자

로 등록할 수 있다. 따라서 진입장벽이 높지 않다. 실제에서도 <표 3>에서 보듯이 노인돌

봄종합서비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등 등록제 사업들에는 많은 공급기관이 등록하

고 있다. 반면에 지정제는 시설, 인력, 서비스 기준 등 일정한 조건을 갖추어 신고를 하

면 심사하여 지정하는 것으로, 시장진입이 상대적으로 어렵다. 그러나 이 역시 공급기관 

수가 서울시의 경우 장애인활동지원사업 163개, 발달재활서비스 315개, 언어발달지원사

업 122개인 점을 감안하면 진입장벽이 높다고 보기는 어렵다. 허가제에 가깝지만, 까다

롭지 않은 기준을 충족하여 신청하면 대체로 지정을 받을 수 있다. 

이처럼 우선 공급자의 숫자 면에서 일부 사회서비스 바우처는 지역단위에서 복수의 

공급자가 있어 경쟁성이 높은 반면에, 수요가 적은 일부 사회서비스는 기초단체 단위에

서 복수의 공급자가 없는 곳이 많다. 그러나 이는 수급에 따른 시장원리에 기인하는 것

으로 볼 수 있다. 진입장벽의 측면에서는 신고제든 등록제든 모두 진입장벽이 높지 않

다. 현행 사회복지기관 시설, 인력 등의 기준은 최소한의 기준으로 대부분의 사회서비스 

공급기관들이 이를 충족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 

서비스 공급능력 등을 판단하여 지정이나 등록 요건을 합리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공급자의 과

도한 난립은 과당경쟁으로 인해 공급자를 보호하기 어려우며, 수급자의 입장에서도 서비스 질 저하 

등의 우려가 있다. 따라서 지정 및 등록 시에는 자율성을 존중하되, 현실적인 진입요건 설정, 지침이

나 가이드라인 제시, 수급실태의 주기적인 점검과 평가 등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자율성과 시장질서가 조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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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문제는 외형적으로는 공급자들 간 경쟁이 어느 정도 있지만, 실제에서는 등록

된 공급기관이 수급자 및 전담인력이 한명도 없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이는 등록은 

되어 있지만, 실제는 사업을 하지 않거나 서비스 수요에 대한 분석이 없이 공급기관으로 

지정해 주기 때문이다. 즉, 지역특성에 따라 사회서비스 바우처의 수요가 취약하여 공급

자의 시장진입 메리트가 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기관으로 진입하는 것이 크게 까

다롭지 않아 일단 등록을 하거나 지정을 받아놓고 보는 경우도 많다. 이렇게 되면, 이들

에 대한 관리가 부실해지고 실태파악의 정확성도 떨어지게 되는 것이다. 노인돌봄종합

서비스를 보면, <표 4>에서 보듯이, 수급자 수가 서울시 관내 제공기관의 68.4%, 경상북

도 관내 제공기관의 68.9%가 연간 수급자가 10명 이하이며, 이들 중 상당수는 수급자가 

전혀 없다. 대부분 전담인력도 없다. 따라서 바우처 공급기관으로 등록이나 지정은 받았

지만, 거의 개점휴업 상태이다. 이 경우는 경쟁성이 높다고 볼 수 없다.

<표 4> 노인돌봄종합서비스 공급기관의 수급자 수(예시)
(단위: 개, %)

수급자 수 서울특별시 경상북도

10명 이하 423 (68.4) 401 (68.9)

11-20명 이하 133 99

21명 이상 62 82

계 618 582

 출처: 사회보장정보원(2019), <사회보장정보 이슈리포트>, 사회보장정보원(2019),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에서 
발췌함.

따라서 현재 사회서비스 바우처 공급기관의 경우는 지정제나 등록제로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진입이 비교적 용이한 편이어서 자율성 확대나 공급자들 간 경쟁이라는 측면

에서는 장점이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진입 시의 엄밀한 심사나 가이드라인이 부재한 

상태에서 공급자들 간의 과당경쟁이 우려된다. 이로 인해 공급자들의 수익성이 저하되

어 시설관리 등이 부실할 수 있으며, 등록만 해놓고 실제로는 개점휴업 상태인 경우가 

발생한다. 사회서비스 바우처의 정착을 위해서는 수급자의 편의성과 더불어 공급자의 

건정성도 중요하다는 점에서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감독관청으로서는 공급자의 

자격요건을 합리적으로 강화하거나 현실적인 지침을 설정하며, 주기적으로 바우처 사업

의 수급실태를 점검하고 공급자의 운영실태 및 경영상태를 평가하여 차등적으로 보조를 

하는 등의 개선책이 필요하다. 

이러한 실태는 다른 사회서비스 바우처도 유사하다. 언어발달지원사업을 보면,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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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내 122개 공급기관들 중에서 수급자가 10명 이하가 118개, 11∼20명 이하 2개, 21

명 이상 2개로 공급기관의 96.7%가 연간 수급자가 19명 이하이다. 한 명도 없는 곳도 

많다. 경상북도의 경우는 49개 공급기관들 중에서 수급자가 10명 이하 48개, 11∼20명 

이하 1개이며, 21명 이상은 한 곳도 없다. 따라서 수급자가 전무한 곳이 태반이다. 서울

시 관내 공급기관들의 담당직원 수는 10명 이하가 119개 , 11∼20명 이하 3개이며, 21명 

이상은 한 곳도 없다. 통계분류 상에는 10명 이하에 포함되었지만, 대부분 전담인력이 

한 명도 없다.

그리고 공급자들 간의 경쟁성을 측정할 경우에는 공급지역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보느

냐는 것도 유의해야 한다. 사회서비스는 시설복지가 중심이기 때문에 생활권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경쟁성의 의미와 정도가 달라진다. 예로서, 기초단체의 행정단위

에는 다수의 공급기관이 있더라도 생활권 범위 내에는 공급기관이 단수이거나 없다면, 

공급자들 간 경쟁성이 확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사회서비스 수급자의 상당수는 

물리적 이동에 제약이 있어 생활권 개념이 중요하다. 

또한 사회서비스 바우처는 시설복지가 많아 수요에 따른 적기 공급이 어렵다. 따라서 

수요와 공급 간에 시차가 발생하는 불완전한 시장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농촌지역이나 

도서벽지 등에서는 수요가 있어도 공급자를 확보하기 어렵다. 단기적으로 수요가 있더

라도 이러한 지역에 시설을 건립하려는 기관이 많지 않다. 그리고 공급기관이 수적으로 

많더라도 이들을 기초단체가 관리하기 때문에 광역차원에서의 체계적 관리가 부실하다. 

그 결과 수요와 공급이 제대로 연계 되지 못하고 있다. 

2) 수급자의 선택권

바우처의 중요한 목적은 서비스공급에서 수급자 선호를 반영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공공서비스의 품질이 향상되어 궁극적으로 공공서비스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다

(Allen and Petsoulas, 2016). 수급자의 선택권이 보장되려면 공급자들 간의 경쟁이 필수

적이지만, 이 외에도 다양한 요건들이 충족되어야 한다. 우선은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

용, 품질, 가격 등이 공급자들 간에 차별성이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선호, 서비스 

기대수준, 지불의사가 상이한 다양한 수급자 층을 만족시키기 어렵다. 그러나 현실적으

로 사회서비스는 대체로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서비스 품질과 

가격이 다양하지 못하다. 대부분의 공급기관들이 비영리단체에 의해서 운영되거나 규모

가 영세하며, 바우처시장에 대한 정부지원도 실비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다양한 품질과 

가격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리고 공급자들 간에 품질 차이가 있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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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주요 수급자인 노인, 장애인, 임산부 등은 비이동성(immobility)으로 선택에 제약이 

있다(Powell, 2007). 

수급자의 선택권이 보장되려면 서비스에 대한 정보가 충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보접근성을 보장해야 하며, 수급자는 정보취득 및 해석능력이 있어야 한다. 우선, 정

보접근성 면에서 대부분의 사회서비스 공급기관들은 규모가 영세하여 적극적인 홍보능

력이 부족하다. 서울시나 경상북도의 경우를 보았지만, 대표적 사회서비스 바우처인 노

인돌봄종합서비스나 언어발달지원사업에 참가하는 공급기관들의 90%이상이 담당인력

이 10명 미만인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전담인력이 한명도 없거나 한두 명에 불과한 경우

가 대다수이다. 따라서 정보를 적극적으로 전파할 능력이 없다. 공급기관들의 홈페이지

를 보면 상당수가 홈페이지를 구비하지 못하고 있으며, 있어도 간략한 사업소개 정도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수급자들이 선택을 위한 정보를 얻기 어렵다. 그리고 사회서비스 

공급기관은 의료기관, 요양기관 등이 많은데, 현재 대부분의 보건의료기관들이 서비스 

가격과 품질, 이용자 만족도 등에 대한 세부정보가 부실하다. 따라서 정보비대칭성이 발

생한다. 즉, 바우처를 사용하면 수급자의 정보는 공급자에게 모두 노출되는 데 비해서, 

수급자는 공급자에 대한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서비스를 구매한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크리밍이 발생한다(Carter and Whitworth, 2015). 

정부로서도 공급자관련 정보를 적극 공개하여 수급자의 선택권을 지원해야 하지만, 

현재 정부는 매 3년마다 서비스 공급기관의 품질을 평가하고 품질등급 결과를 사회보장

정보원 홈페이지에 공지하지만, 공시내용이 불충실하여 수급자들의 공급기관 선택에 도

움이 되지 못한다. 그리고 수급자들 중에서 노인계층 등은 IT기기에 숙달되지 않아 홈페

이지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에 접근하기 어렵다. 수급자의 정보취득 및 해석 능력 면에서

도 수급자들이 낮은 학력수준 등으로 다양한 경로로 정보를 취득하지 못한다. 따라서 

정보를 획일적 방식으로 제공할 것이 아니라, 각 사업별 및 수급자 특성별로 눈높이에 

맞추어 제공해야 한다. 

수급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수급자가 구매능력이 있어야 하며, 이에 부합

하는 서비스가 공급되어야 한다(Hill, 2000). 사회서비스 바우처는 일부 전액지원도 있지

만, 대부분 본인부담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본인부담능력이 없으면 바우처를 주더라도 

사용하기 어렵다. 이 경우는 바우처의 소비가치가 사장된다. 그러나 사회서비스의 궁극

적 목적이 수급대상자에게 적정한 서비스를 공급하는 데 있다면, 제공된 바우처는 기간 

내에 사용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본인부담금을 사회서비스의 종류, 수급자의 경제

능력 등을 토대로 구간을 나누어 차등화 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사회서비스 수급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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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다수는 구매능력이 취약하여 다양한 수준의 서비스를 공급하더라도 최저가격의 서비

스를 이용하며, 이렇게 되면 실질적인 선택권을 행사하기 어렵다. 

그리고 사회서비스는 대부분이 경제적, 사회적, 신체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 경우 문제가 되는 것은 수급자의 비이동성(immobility) 문제이다. 즉, 수급자가 공급

기관에 접근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서비스 공급자의 지정 및 선정 

세에는 지리적 위치, 교통수단 구비여부, 이동경로, 시설 공간구조 등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전담직원 결여, 이동성에 대한 관심 부족 등으로 수급자

의 비이동성으로 인한 접근성이나 불편함 문제까지 세심하게 고려하지는 못하고 있다. 

3) 서비스 품질

공공서비스의 궁극적인 목표는 양질의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이다. 공공서비스는 시장

실패의 논리를 앞세워 오랫동안 국가가 독점적으로 공급해 왔으나, 이는 서비스 질 저하

로 연결되었다. 따라서 공공서비스의 공급방식을 개혁하려는 시도들은 대부분이 수급자

의 선택권을 제고함으로써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Savas, 2000). 

사회서비스 바우처의 주요 목적도 여기에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은 품질관련 정보를 축적하고 공유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

서비스 바우처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과 성과평가가 전제되어야 한다. 현재 사회서비스

를 포함한 대부분의 정부사업은 정치적 이유, 사회집단의 압력 등으로 사업이나 프로그

램들을 시작은 잘 하지만, 시행 이후에 이들의 실적, 문제점, 개선과제, 서비스 질, 고객

만족도 등에 대한 종합적인 서비스품질 정보를 수집하고 축적하는 데는 매우 취약하다. 

사회서비스 바우처 내에는 많은 하위 프로그램들이 시행되고 있지만, 이를 전담하여 관

리하는 조직이나 인력이 불비하고, 중앙정부와 지자체, 관계부처들 간에 조정이 부실하

여 품질관련 정보의 축적이 부실하며, 공급자들 간, 공급자와 수요자들 간에 관련 정보

의 공유가 되지 않고 있다. 이는 현재의 보건복지부 등 주무부처나 사회정보원 등 공공

기관, 지자체 관련 부서 등의 웹사이트나 보고서 등에 사회서비스 바우처의 품질 관련 

정보가 없는 데서도 입증되는 것이다. 

다음에는 서비스 품질에 대한 모니터링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현재 관련법에 의거하

여 사회서비스 바우처 공급기관에 대해서 매 3년마다 평가를 하지만, 일상적인 모니터링

이나 지도･감독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관련법에서도 평가조항 외에 일상적인 모니터

링에 대한 조항은 없다. 따라서 제도적 장치가 불비(不備)하다. 기본적으로는 관내의 사

회서비스시설에 대해서는 관할 기초단체가 지도･감독을 하게 되어 있지만, 이는 어디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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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 시설 및 장비에 대한 것이며, 사업내용이나 품질에 대한 것은 아니다. 특히, 바우처

는 전자바우처 형태로 운영되기 때문에 관할 주체가 불분명하여 지자체 입장에서는 책

임감이 낮다. 사회보장정보원은 결제정보 처리 등을 통하여 자료수집 정도는 하지만, 지

도･감독이나 모니터링을 할 권한은 없다. 더구나 현장조직이 없어 서비스품질에 대한 

일상적 모니터링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수급자 입장에서 마땅히 이의를 제기할 만한 곳

이 없으며, 이에 따라 서비스품질의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 우리는 평가는 관련법에 의

무화되어 있어 형식적으로라도 행하지만, 업무수행과정 상의 모니터링은 등한시한다. 

더구나 사회서비스 바우처처럼 관할권이 분산되어 있으면 책임회피 성향이 발생하기 쉽

다. 그리고 우리 행정은 결과에 치중하기 때문에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은 민원이 없으면 

등한시 하며, 이로 인해 서비스품질이 저하된다. 사회서비스 바우처도 마찬가지로 모니

터링 관장기관이 불명확하며, 계획적･체계적･주기적 모니터링이 되지 못하고 있다(박서

연･유태균･민혁기, 2017).

사회서비스 바우처의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품질평가가 제대로 되어야 하며, 이

에 따라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30조에 의거하여 품질평가를 

통한 품질관리를 해야 한다.5) 동법 시행규칙은 품질을 3년마다 1회 이상 평가하도록 의

무화하고 있다. 그동안의 사회서비스 바우처에 대한 품질평가를 보면, 2010년 산모신생

아도우미서비스 공급기관 143개를 대상으로, 2011년 가사간병방문지원, 노인돌봄종합

서비스 공급기관 319개를 대상으로 품질평가를 시범 실시하였다. 2012년부터는 사회서

비스 품질평가가 의무화됨에 따라 2012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공급기관 357개를 

대상으로, 2013년에는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가사간병방문지원, 노인돌봄서비스 공

급기관 1,850개를 대상으로 품질평가를 시행하였다. 2014년에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

업 공급기관 1,634개를 대상으로 현장평가 740개, 자체평가 894개를 시행하였다. 2015

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공급기관 1,366개를 대상으로 현장평가 513개, 자체평가 

853개를 실시하였다. 2016년에는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노

인돌봄종합서비스 공급기관 1,897개에 대해 현장평가 705개, 자체평가 1,192개를 실시

하였다. 

5) 사회서비스 바우처에 대한 사후평가는 전체적인 관리과정의 일환으로 시행되어야 하며, 공급자의 시

장진입, 서비스 제공과정, 주기적인 모니터링 등의 이전 단계가 방치되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공

급자 선정과정의 적절성, 공정성, 서비스 제공과정에 대한 모니터링, 서비스의 질 관리 등에 대한 

단계별 가이드라인의 설정과 이에 입각한 실질적인 점검이 필요하며, 바우처사업 추진체계의 통합연

계성 제고, 관련 기관이나 시설들 간의 협력체제 구축 등도 필요하다. 그리고 사후평가도 합리적인 

평가기준을 설정하여 내실 있게 행하며, 바우처 사업의 지역별, 수급자별, 서비스 유형별로 탄력적으

로 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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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평가 기준은 기관운영, 제공인력관리, 서비스제공, 서비스성과 항목으로 구성되

어 있는데, 기관운영은 운영 관리의 체계성을, 제공인력관리는 채용, 교육, 복지 등 직원

관리사항을 평가한다. 서비스제공은 서비스절차 부분을, 서비스성과는 수급자유지율, 수

급자의 서비스만족도를 평가한다. 평가주기는 매 3년마다 한다. 평가결과 등급은 A, B, 

C, D, F의 다섯 등급으로 구분하는 데, A등급은 백분위 기준 상위 10% 이하, B등급은 

10∽30%, C등급은 30∽70%, D등급은 70∽90%, F등급은 90%이상이다. <표 5>는 사회서

비스 품질평가의 평가영역과 평가항목을 요약한 것이다.

<표 5> 사회서비스 품질평가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

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기관운영
(12점)

운영체계
기관운영규정 명문화/윤리행동강령 명문화/사업운영계
획 명문화/시설 및 이용자 안전관리

5점

정보관리
개인정보보호 관리/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개인정보 보
안관리

4점

회계관리 사업별 회계관리/결산내역 공개 2점

홍보 서비스 홍보활동 1점

제공인력 관리 
(6점)

인력채용 및 유지
인력채용의 공정성/근로계약서 준수/제공인력 등록관리/
등록기준(인력)준수/제공인력 근속률

8점

교육체계 교육관리/제공인력 연간 교육시간 4점

권리보장 노무관리/복리후생제도운영/고충처리제도운영 4점

서비스
제공 및 평가 

(34점)

서비스 환경 제공인력 복장관리 3점

제공인력 전문성 제공인력 전문성 2점

계획수립 및 
계약체결

초기상담 및 서비스제공계획 수립/서비스제공 계약체결/
서비스 변경체계

9점

서비스제공 및 
모니터링

계획적 서비스 제공/서비스제공기록 관리/사례회의 및 
전문가 자문/서비스 모니터링(자체)

10점

서비스연계 및 종료
지역사회 연계/서비스 계약종료 안내/서비스제공관련 서
류 보관 

6점

사업평가 사업평가 및 결과활용 4점

서비스 성과 
(28점)

이용자 유지율 이용자 유지율 3점

이용자 만족도조사 이용자 만족도조사(별도조사) 25점

현장평가단 (6점) 평가전반
기관장의 서비스 품질향상 노력/평가준비 정도/평가자료 
수준

6점

평가일치도 (4점)
자체평가와 

현장평가일치도
자체평가와 현장평가의 일치도 4점

합계 39개 지표 100점

 출처: 윤기찬･이인수(2018) 및 사회보장정보원(http://www.ssis.or.kr/index.do)에서 발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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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품질평가기준을 보면, 평가항목과 평가지표가 과다하여 평가에 많은 시간을 

소모하며, 상당수 평가지표들은 당연하게 점수를 받을 수 있어 변별력이 없다. 예로서, 

기관운영 영역의 운영체계 및 정보관리 평가항목, 제공인력관리 영역의 권리보장 평가

항목 등은 사회서비스 공급기관이면 당연히 구비하는 것들이다. 따라서 선택과 집중의 

원칙 하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것들을 중심으로 평가항목과 평가지표를 압축해야 

한다. 그리고 현장평가단 평가항목이 있지만, 평가를 받는 공급기관의 과반수이상이 현

장평가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 그 효과는 미지수이다. 또한 이용자 만족도조사 항목의 

배점이 25점으로 비중이 높지만, 실제로 이용자가 극소수에 불과한 기관들이 많은 상황

에서 신뢰성이 의문스럽다. 형식적으로 만족도를 조사하는 것으로 보여 진다. 그리고 평

가항목들 중 상당수는 평가자의 주관이나 자의성이 개입될 소지가 많다. 계획적 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연계, 기관장의 서비스 품질향상 노력, 평가준비 정도 등 많은 항목들이 

객관적 평가가 어렵다. 따라서 평가결과에 대해서 수용도가 낮을 수 있다. 그리고 평가

항목과 배점이 사회서비스 전반에서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것도 문제이다. 즉, 사회서비

스 종류별로 중점을 둘 곳이 다른데 획일적 평가기준을 적용하면 사업특성을 제대로 반

영하기 어렵다. 그리고 평가결과를 공시 하지만, 실질적인 피드백이 없다. 평가결과 활

용 및 차등적인 인센티브와의 연계 등에 대한 조치도 미비하다.

사회서비스 품질평가의 실제를 보면, <표 6>에서처럼 2016년에 평가를 실시한 3개 사

업을 보면 대체로 등급별 분포가 비슷하다. 즉, A등급은 10%, B등급은 20%, C등급은 

40%, D등급은 20%, F등급은 10% 전후이다. 이는 강제분포의 결과로 보이며, 따라서 평

가에서 흔히 지적되는 평가의 관대화 및 집중화 경향은 적다고 보여 진다.

<표 6> 2016년도 평가대상사업의 평가등급 분포
(단위: 개, %)

등급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가사간병 방문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A 41 (10.0) 8 (8.5) 19 (9.4)

B 78 (19.1) 20 (21.3) 39 (19.3)

C 160 (39.1) 37 (39.6) 78 (38.6)

D 84 (20.5) 19 (20.2) 43 (21.3)

F 46 (11.2) 10 (10.6) 23 (11.4)

합계 (100.0) (100.0) (100.0)

 출처: 김은하･최기정(2017) 및 사회보장정보원(http://www.ssis.or.kr/index.do)에서 발췌함.

평가영역별 평가점수 분포를 보면, 사업별로 일부 차이가 있다. 상기한 세 개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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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사업들 중에서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바우처의 평가점수가 모든 평가영역에서 

나머지 두개의 사업에 비해서 낮다(<표 7> 참조). 특히 서비스제공 및 평가 영역의 평가

점수가 76점으로 매우 낮다. 그리고 대체로 기관운영 영역과 서비스성과 영역의 점수가 

높은 반면에, 서비스제공 및 평가 영역의 점수가 낮다. 그리고 세 사업 모두에서 현장평

가단의 평가점수가 평가영역들 중에서 가장 낮다. 이는 서류평가에 비해서 실제로 현장

을 방문하면 미흡한 부분이 많음을 의미한다. 

<표 7> 2016년도 평가대상사업의 평가점수(100점 기준)
(단위: 점)

평가영역 노인돌봄종합서비스 가사간병방문지원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기관운영 92.2 96.6 84.9

제공인력관리 91.1 95.3 81.5

서비스제공 및 평가 83.4 90.0 76.0

서비스성과 93.8 91.7 88.0

현장평가단 78.3 86.1 67.8

 출처: 김현아･이희종(2017), 사회보장정보원(2019)에서 발췌함.

평가결과를 일부 지자체의 노인돌봄서비스를 예로 보면, 서울시의 경우 총 618개의 

공급기관들 중에서, 2016년 평가를 받은 기관들 중에서 A등급을 받은 곳은 도봉구의 도

봉재가노인지원센터와 관악구의 사회적 협동조합 우리사이 2개소에 불과하다. 따라서 

노인돌봄서비스 바우처 공급기관들의 전반적인 서비스품질은 높지 못하다. 그리고 수급

자 및 제공인력의 수는 도봉재가노인지원센터는 수급자 158명, 제공인력 22명이며, 우

리사이는 수급자 104명, 제공인력 27명이다. 그러나 이는 제공기관의 직원들이 노인돌

봄서비스 만을 전담하고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4) 형평성

바우처 방식의 서비스 공급은 자칫 사회적 약자보호나 형평성 등의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서비스 바우처는 경쟁과 선택이라는 본래의 장점을 살리되, 서비스의 

형평성도 유지해야 한다(Reeskens and Van Oorschot, 2013). 이를 위해서는 수급자의 

선정요건을 엄밀하게 하되, 바우처의 종류 및 지역별로 수급대상자의 숫자 등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여 현실에 부합하게 요건을 설정해야 한다. 그리고 현재로서는 수

급요건에 다소 미달하지만, 잠재적으로 수급자가 될 수 있는 한정계층에게는 사전에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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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처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서비스 신청 준비를 하게하며, 현재 시점에서 수급요건의 경

계선상에 있는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별도의 관심을 기울여

야 한다. 수급요건의 엄밀한 운영과 더불어 포괄성도 동시에 고려를 해야 하는 것이다. 

현재 수급요건 면에서 사회서비스 바우처는 대부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次)상위계

층, 장애인 등이 해당한다. 한정된 복지재원을 이들에게 우선 배분하는 것은 당연하지

만, 주의할 점은 농촌지역의 노인계층, 도시의 저소득계층 등에서 수급요건에는 약간 미

달하지만, 실제로는 바우처 수요가 큰 사각지대가 광범위하게 존재한다는 점이다. 청년

실업자 등 한시적 수요계층도 많다. 따라서 수급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며, 다른 정

책영역의 불요불급한 바우처를 이들에게 우선 제공하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그리

고 사회서비스가 빈곤계층에게 우선 적용되다 보니 이들에게 서비스가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바우처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서비스 중복여부 및 개별 수급자의 서비

스총량을 점검하여 지나치게 서비스가 집중되지 않게 해야 한다. 차(次)상위계층이나 차

차(次次)상위계층도 잘 점검하여 계층별 형평성을 도모해야 한다. 따라서 바우처 수급요

건의 엄밀성과 포용성 사이에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본인부담금도 상당한 부담이 

되어 할당된 바우처를 사용하기를 꺼리게 되면, 이는 주객이 전도된 것이다. 따라서 본

인부담금 비율의 소득계층별 차등화 정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바우처 사업의 형평성을 저해하는 또 다른 요인은 사회서비스의 질이 지역 간 편차가 

크다는 것이다. 이 경우 형평성은 저하된다. 우선 공급기관의 수적인 면에서 대도시지역

이 훨씬 많은 데, 이는 수요와 공급의 원리가 반영된 것이다. 그러나 기초단체 단위에서

는 공급기관의 수가 지역별로 편차가 크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보면, 서울시의 경우 

부유층 밀집지역인 강남 3구는 공급기관 수가 강남구 14개, 서초구 8개, 송파구 20개인

데 비해서, 강북지역은 은평구 24, 강북구 26, 마포구 18, 성북구 18, 도봉구 56, 노원구 

76개 등으로 강북지역이 대체로 많다. 경상북도의 경우는 노인돌봄종합서비스 공급기관 

수가 비교적 큰 도시인 구미시 36개, 포항시 14개, 경산시 30개 등이어서 인구수와 무관

하게 지역 간 편차가 크다. 농어촌지역인 군 단위를 보면 군위군 5개, 봉화군 4개, 청도

군 14개 등이어서 전반적으로는 도시지역 기초단체 보다 수가 적지만, 인구수가 비슷한 

군 단위들 간에도 편차가 크다.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의 속성 상, 대체로 광역시 

인근의 기초단체에 공급기관 수가 많다. 

서비스품질의 평균점수를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예로 보면, 100점 기준 서울시 89.8

점, 부산시 94점, 대구시 90.1점, 강원도 90.1점, 전라남도 89.2점, 경상북도 82.2점 등으

로 광역단체들 간에 차이는 있지만, 대도시지역과 농어촌지역을 포함하는 일반 도(道)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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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간에 일관성 있는 차이는 없다. 그러나 광역단체 산하의 기초단체들 간에는 평가점수

에서 차이가 날 것이기 때문에 보다 세밀한 점검이 필요하다. 품질평가는 단순하게 자료

산출에 그칠 것이 아니라, 그 원인을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회서비스 바우처 수급자의 본인부담금 측면에서 현재 본인부담금은 임신출산진료

비지원, 에너지바우처, 발달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 등과 같이 본인부담금이 면제되는 사

업도 있지만, 대부분이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중에 방문주간보호 월 97,000원까지, 노인

단기가사서비스 월 65,000원, 장애인활동지원 113,500원, 발달재활서비스 월 80,000원

까지 등 본인부담금이 적지 않다. 그리고 사업별, 기관별로 본인부담금 액수를 상이하게 

부과하는 경우도 많다. 이처럼 본인부담금을 사회서비스 바우처의 종류별, 기관별, 대상

자별로 면제하거나 차등적으로 부과하는 것은 좋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부 사업의 

경우는 대상자들의 경제상황을 고려해 볼 때 본인부담금이 다소 과다하다고 생각되며, 

본인부담금 책정에서 명확한 기준이 부재한 면에서 형평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본인

부담금 책정에서 거주지역별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는 것도 점검이 필요하다. 

5) 효율성

바우처는 정부가 독점적으로 서비스를 공급하거나 공급자에게 재정을 지원하는 방식

에 비해 효율성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비스품질이 유사하면 가격이 저렴한 

서비스를 구입하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이다(Le Grand, 2011). 현재 사회서비스 바우

처는 수요자의 선택권 행사라는 측면에서는 유사시장의 원리를 도입하는 것이지만, 비

용의 대부분이 정부예산으로 지원되며, 수급자로서도 본인부담금을 일부 지불해야 하는 

사업이다. 따라서 투입 비용이나 시간의 측면에서 능률성을 도모해야 하지만, 현실적으

로는 바우처사업의 도입 필요성, 운영실태, 성과평가, 비용대비 수급자 만족도 등에 대

한 조사와 분석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 낭비의 우려가 크다. 무엇보다 다양한 하위 

프로그램들이 긴급성, 수요의 크기 등에 대한 신뢰할만한 조사가 없이 방만하게 남설되

는 경향이 있는데, 이 역시 공공지출의 배분에서 낭비와 비효율성을 초래하는 것이다. 

그리고 사회서비스 공급에서의 효율성은 일반상품 시장을 답습하기는 어렵다. 즉, 비용

대비 편익이라는 경제적 효율성 개념만으로 효율성을 설명하기는 어려우며, 서비스 질

과 만족도, 양적 충분성, 편의성과 접근성 등 보다 넓게 질적, 양적 개념 모두를 포함하

는 것으로 거시적, 사회적 합리성도 고려하는 방향에서 이해해야 한다. 이 경우에, 현재 

사회서비스 바우처는 효율성 면에서 문제점이 많다(박서연･유태균･민혁기, 2017). 

우선 바우처 사업의 접근성 내지는 편의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현재 다양한 사회서



공공서비스 공급과 바우처(voucher) 사업: 사회서비스 바우처의 성공요건 분석 55

비스 바우처들이 저마다 인터넷을 통해서 등록을 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방식은 IT환경에 익숙한 계층에게는 무리가 없지만, 그렇지 못한 계층에게는 서

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저하시킨다. 또한 등록방식이나 관련 정보도 제각각 그리고 복잡

하게 되어 있어 서비스 내용을 숙지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수급요건 면에서도 일부 서비

스는 요건이 까다롭거나 엄격하여 수급자가 과도하게 제한된다. 공급자들의 입장에서도 

공급자 등록 및 서비스 비용 현금화가 번거롭다. 

바우처 사업의 통합연계성이 부족하여 중복과 파편화로 인한 낭비가 적지 않다. 바우

처 사업 관련 기관에는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진흥원, 사회보장정보원, 광역 및 지초자

치단체, 금융기관, 서비스 공급기관 등 다양하다. 유사분야의 공공서비스 바우처도 많기 

때문에 다른 정부부처들도 관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복잡하고 다양한 사회서비스 

및 관련 기관들의 활동을 조정하고 통합하는 기능은 매우 취약하다.6) 수급자의 입장에

서도 사회서비스 바우처는 물론, 유사 바우처들과의 통합관리를 통한 원스톱(one stop)

행정이 필요하지만, 행정기관들 간의 부서할거주의로 인하여 바우처 사업의 통합연계성

이 부족하며, 그 결과 중복과 파편화로 인한 낭비와 불편함이 크다. 물론 이는 관리비용

을 증가시켜 바우처 사업의 효율성을 저하시킨다(양난주, 2015). 

사회서비스 바우처의 낭비요인은 심각하지만 감독은 부실하다. 공급자 측면에서 공급

자들 간에 경쟁체제가 미흡한 경우가 많아 바우처 사업이 실질적인 서비스가격 인하나 

서비스 질 향상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바우처카드를 사용하고 사회보장정

보원을 통해서 비용을 정산하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과다공급 및 과다 비용청구의 소

지가 있다. 따라서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지도･감독이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감독기관

의 전문성 및 인력 부족, 서비스 질 관리에 대한 관념 부족 등으로 제대로 되지 않는다. 

수급자 측면에서는 불요불급하게 바우처를 사용하거나, 바우처를 계속 수급하기 위하여 

상황개선 노력이 부족하거나, 심지어는 바우처 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도덕적 해이

가 발생하고 있다. 관리자인 정부 측면에서는 바우처 사업별로 투입되는 비용, 수급자 

수, 직원 수, 예산절감액 등에 대한 구체적 자료를 산출하지 못하고 있어 효율적인 관리

6) 사회서비스의 사각지대 발생과 이에 대처하게 위한 행정시스템의 연계성 부족과 관련한 기사를 보면 

다음과 같다. <...강원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강원도는 현재 고령화로 인한 

독거노인(28.2%), 저소득층 독거노인(62.9%), 치매환자, 중증환자 등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이와 비례

해 돌봄업무도 늘고 있다. 특히,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나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이용자 선정에서 

누락된 돌봄 사각지대 노인이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준영 원주의료복지사회적협

동조합 이사장은 “노인장기요양제도, 독거노인 돌봄사업 등 다양한 사업이 있지만 운영주체가 다르

고 서비스가 분절돼 있어 삶의 필요에 부응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어려운 실정”이라며...> (이로

운넷 사회적 경제뉴스, 2019.8.2.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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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되지 않고 있다. 현재 많은 바우처 사업들이 몇 명의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면서도 

수급자의 확대를 위한 노력이 부족하여 비용대비 성과가 낮다.

바우처 사업에 대한 취약한 성과평가가 효율성 저하에 큰 영향을 미친다. 대부분의 

정부사업들처럼, 바우처 사업 역시 성과평가가 부실하다. 그 결과, 바우처 사업의 효과

성, 효율성, 목표달성도, 수급자 만족도, 서비스 질 등 다양한 측면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다. 바우처 사업별로 비용과 편익을 추계해야 하지만, 평가기능이 부실하여 각 사업의 

성과달성에 대한 정보가 산출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성과평가기관 자체가 부실하여 

성과평가의 기본인 비용대비 성과 내지는 효과에 대한 검증장치가 작동하지 못하고 있

다. 주기적으로 성과를 평가하여 이를 서비스 공급과정에 반영해야 하지만, 피드백기능

이 작동하지 않고 있다. 바우처 사업별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치가 제대로 설정되어 

있지 못하여 목표달성도를 평가하기 어려우며, 구체적인 평가기준, 평가지표, 평가체계 

등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되지 못하고 있다. 바우처 사업의 본질적 목적인 공급자들 간 

경쟁, 수급자의 선택권, 이로 인한 서비스비용 및 인력 절감, 서비스 질 향상, 수급자의 

만족도 향상 등에 대한 체계적인 성과평가가 거의 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른 당연한 

귀결이지만, 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상별체계도 제대로 되지 않는다. 따라서 서비스 공급

기관으로서는 바우처사업의 성과향상을 위한 추가노력을 기울이지 않게 되며, 이는 바

우처 사업의 효율성을 저하시킨다. <표 8>은 지금까지 논의한 사회서비스 바우처의 실태

와 문제점을 분석틀의 변수에 입각하여 요약한 것이다.

<표 8> 사회서비스 바우처의 성공요건별 문제점 진단

성공요건 문제점 진단

공급자들 간 
경쟁성

-사회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경쟁 정도의 편차가 큼
-시장진입 장벽이 높지 않은 편임
-부실한 운영 및 과잉경쟁 징후
-지정이나 등록 시에 지역 실정에 대한 고려 부족
-사회서비스별 전담인력이 거의 없음
-행정관청의 체계적인 관리부족
-수요와 공급의 연계 부족
-생활권 개념의 고려가 없음 

수급자의 
선택권 

-서비스 품질과 가격의 다양성 부족
-수급자의 비이동성으로 인한 선택의 제약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성 부족(공시내용 부실, 홍보부족, 수급자의 정보취득능력 부족 등)
-공급자와 수급자 간의 정보의 비대칭성 발생
-본인부담금으로 인한 서비스 이용능력 제한

서비스 품질
-지도감독 및 모니터링 체계의 부실
-품질평가의 난점 및 평가기준의 문제(평가항목의 과다함, 평가의 객관성, 평가항목들 간의 가



공공서비스 공급과 바우처(voucher) 사업: 사회서비스 바우처의 성공요건 분석 57

Ⅳ. 바우처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정책적 제언

1. 공급자들 간 실질적 경쟁성 확보

바우처 사업의 본질적 목적을 달성하려면 다수의 서비스 공급자들이 실질적으로 경쟁

을 해야 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는 형식적인 경쟁논리에 치중할 것이 아니라, 공급자

들 간의 과당경쟁이나 출혈경쟁 여부에 대한 방안도 도출해야 한다. 실질적 경쟁을 확보

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첫째, 자치단체별로 바우처 사업의 도입여건에 대한 점검이 선행

해야 한다. 지역실정을 무시하고 바우처 사업을 도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지역단

위에서 사회서비스 종류별 공급자 확보가능성, 공급자의 실적수준 및 품질경쟁 가능성, 

시장규모, 서비스 차별성 및 계층성의 존재여부 등 지역 내의 사회서비스 공급자원과 

수요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전용호･김용득, 2018). 그 이후에 여건이 되는 서비

스별로 단계적으로 바우처 사업을 도입해야 한다. 

둘째, 바우처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현재는 제도만 도입해 놓고 체계적 

관리가 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바우처 사업의 수급상황, 불만접수 및 민원처리, 서비

스품질 및 고객만족도 평가, 지도･감독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다. 사회서비스는 시장(市場)에 권한을 부여하는 것만이 능사

가 아니다. 파편화된 서비스전달체계를 통합･조정하기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이 중요하

며, 이는 자치단체가 담당하지 않을 수 없다. 

셋째, 바우처 사업에 대한 평가기능을 강화한다. 바우처 사업이 정부의 재원으로 작동

중치 문제 등)
-현장평가의 부실과 품질평가의 내실 부족
-품질수준이 전반적으로 저조함 

형평성

-차(次)상위계층이나 한시적 계층의 서비스 사각지대 존재
-극빈계층에 서비스 집중 및 계층별 형평성 문제
-서비스 질의 지역 간 격차(대도시/중소도시, 도시지역/농어촌지역 등) 
-취약계층의 본인부담금 문제

효율성

-접근성 및 편의성 측면의 문제점(특히, 정보 접근성, 수급요건)
-바우처 프로그램들 간의 통합연계성 부족으로 인한 중복과 낭비
-원스톱 관리체계의 부실
-낭비요인에 대한 관리･감독 부실
-과다공급과 과다비용청구의 문제
-취약한 성과평가 및 상법체계의 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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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이상에는 지도감독과 성과평가는 불가피하다. 그러나 우리는 성과평가에 대한 인

식이 부족하다. 바우처 사업도 공급자를 인가한 이후에는 거의 방치수준이다. 따라서 사

회서비스별로 공급자들 간의 실질적 경쟁성 유지여부, 서비스 질의 향상정도, 수급자의 

불만 및 만족도, 서비스접근성 등에 개한 실질적 성과평가를 해야 한다(최성은･최석준, 

2007).7) 평가결과에 따른 상벌체계를 명확하게 하며, 인가나 지정만 받아놓고 실적이 없

는 곳은 취소해야 한다. 그리고 인가나 지정 시에는 유효기간을 정하는 것이 좋다. 유효

기간 내에 실적이 부실하면 재인가나 재등록을 불허한다. 

넷째, 바우처 사업을 지역특성에 따라 융통성 있게 운영한다. 현재 자치단체 단위로 

사업이 시행되고 있지만, 대체로 중앙정부의 지침에 따라 획일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

러나 대도시, 중소도시, 농촌지역 등 지역특성에 따라서 서비스의 공급여건과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다르다. 농촌지역은 임산부가 거의 없는 대신에 노인인구가 많다. 사회서비

스 바우처도 주로 노인대상의 것을 활성화하고 공급자를 확충해야 한다. 

다섯째, 서비스 공급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경쟁체제를 유지한다. 현재 지방행정

은 홍보와 찾아가는 행정이 부족하다. 사회서비스 종류에 따라 공급자가 부족한 곳은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경쟁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행정의 임무이다. 이를 통해 공급자를 

다양화하면 공급자가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게 되는 것이다. 

여섯째,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정보를 수급자에게 잘 제공한다. 이를 통해서 공급자들

의 서비스수준이 질적으로 차등화 되어야 수급자들이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성과평가를 강화하고, 공급기관으로 하여금 일정 항목에 대한 정보공개를 의

무화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서비스 공급자를 생활권 단위로 관리한다. 현재 공공서비스는 대부분 행

정구역 단위로 관리되지만, 행정구역과 생활권이 다른 경우가 많다. 특히, 도시지역이 

그렇다. 따라서 시장의 범위를 행정 편의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교통, 이동경로 등

7) 근래에 들어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사회서비스 바우처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체계적인 계획과 기준에 입각한 성과평가라기보다는 일상적 지도･감독의 수준에 가깝다고 볼 수 있

다. 이와 관련한 언론기사를 보면 다음과 같다. <(광주광역시)남구는 29일 “구청에서 추진 중인 지역

사회 서비스 투자사업과 관련해 사업 수행기관에서 수혜 대상자인 아동 및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

에게 각종 바우처를 적정하게 제공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점검한다.”고 밝혔다...주요 점검대상은 서

비스 제공여부 및 부당 결제, 바우처 제공 기록지 작성 및 서비스 중복제공, 서비스 지원을 위한 적정 

인력 투입 및 교육 등 품질관리,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이다. 점검을 통해 위반 사례가 나타날 

경우에는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고 및 영업정지, 부당 이득금 환수 

등 행정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남구 관계자는 “현장 점검을 통해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제공 기

관의 부정 수급을 차단하고, 이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돼 양질의 사회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워커, 2019.9.27.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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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파악하여 생활권 중심으로 재설계하여 실질적 경쟁을 유지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바우처 사업은 넓은 범위에서 광역행정을 설계하고 그 속에서 생활권을 설정한다. 현재

처럼 기초단체의 행정구역 단위로 서비스가 관리되면 생활권 개념이 도입되기 어려우

며, 이로 인해 수요와 공급 간의 편차가 발생한다. 이를 조정하기 위하여 광역단위로 생

활권을 재설정하고, 이에 입각하여 바우처 사업의 수급상황을 조정한다.

2. 수급자의 선택권 강화

바우처 사업에서 수급자의 선택권을 높이는 데는 공급자들 간에 경쟁체계를 유지해야 

하지만, 이는 수급자의 선택권을 위한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은 아니다. 다른 것들이 필

요하다. 첫째, 공급자들 간에 서비스의 질과 가격 면에서 차별성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사회서비스는 객관적 품질측정이 어렵고 유사한 서비스라도 표준가격을 설정하기 어렵

기 때문에 수급자들이 질과 가격 면의 차별성을 인식하기 어렵다. 따라서 광역단체 단위

에서 사회서비스 전반에 대한 품질평가기관을 설치하여 편의성, 친절성, 서비스 질, 만

족도 등을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결과를 공개하여 수급자들이 공급자를 선택하는 데서 

활용하게 해야 한다. 이를 통해 품질 및 가격 경쟁체제를 구축한다. 

둘째, 정보공유시스템을 구축한다. 우선은 법제적으로 공급자들이 일정한 범위의 정

보를 의무공개 하게 한다. 그리고 적어도 광역단체 단위에는 사회서비스 통합정보체계

를 구축하여 수급자들이 서비스 종류별로 공급기관을 일목요연하게 비교할 수 있게 한

다. 또한 수급자의 정보획득능력을 높이기 위해 맞춤형 정보를 제공한다. 이를 위해 사

회서비스 종류별로 개별상담이 가능한 통합 코디네이터를 배치하며, 사회보장정보원은 

단순하게 바우처 정보수집 및 비용정산 기능만 할 것이 아니라, 빅 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고난도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정보제공방식도 관보

게시나 홈페이지 공시 정도의 소극적 방식에서 탈피하여 앱(app) 기반의 정보공유시스

템을 개발하여 직거래형의 맞춤형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사회서비스 종류별로 

이용 연령대가 다르기 때문에 정보제공 방식을 융통성 있게 해야 한다. 

셋째, 선택권을 제고하려면 수급자들의 접근성이 높아야 한다. 사회서비스 수급자들 

중에서 고령자나 장애인 등은 이동에 지장이 있어 접근성 제고가 시급하다. 우선은 접근

성을 지리적, 공간적, 시간적 접근성 등을 포함하는 다차원적 개념으로 이해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차원에서 사회서비스 종류별로 접근성 실태를 평가하고 접근성 제고 노력을 

해야 한다. 우선, 지리적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바우처 사용범위의 광역화 방안을 

강구하며, 서비스 및 공급자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한다. 노인이나 장애인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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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시설 내의 공간적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시간적 측면에서도 평일시간을 이용하기 

어려운 수급자를 위해 주말서비스나 방문서비스 등을 강화한다. 

넷째, 수급자가 선택권을 행사하려면 구매능력이 있어야 한다. 특히, 사회서비스 수급

대상자는 빈곤층이 많아 구매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구매력을 증가시켜 선택권을 행사

하게 해야 하는 바, 우선은 수급자의 경제능력에 따라서 본인부담금을 차등화 하여 빈곤

층도 서비스 이용능력이 증가시킨다. 다음에는 바우처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기간 내의 

서비스 이용회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한다. 이용횟수가 많으면 수요가 많은 것으로 

판단하여 본인부담금을 단계적으로 삭감하며, 그 반대이면 서비스를 줄이거나 다른 서

비스로 전환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유사 서비스별로 바우처를 묶어서 유연하게 사용하

게 한다. 즉, 수급자로 지정되면 무조건 해당 서비스만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유사 

사회서비스들 간에 선택하여 사용하게 하는 것이다. 부차적으로, 서비스 마일리지를 도

입하여 서비스 이용량에 따라서 적립하여 다음에 사용할 수 있게 한다. 

3. 서비스품질의 제고

공공서비스를 바우처 방식으로 공급하는 데서 공급자들 간의 경쟁성 확보와 수급자의 

선택권 보장이 수단이라면, 이를 통한 서비스품질의 향상은 목적이다. 그런데 전자는 후

자를 위한 필요조건은 되지만, 충분조건은 되지 못한다. 서비스품질을 높이려면 다른 것

들이 보충되어야 한다. 우선은 사회서비스 품질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적절한 지도감독체계가 필요한데, 대체로 광역단체 단위로 컨트롤타워를 구축하

되, 현재 논의되는 사회서비스진흥원에서 지도감독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이때는 사회보장정보원 및 건강보험공단 등과의 협력과 정보공유를 통하여 모니터링이 

조정되어야 한다.

자치단체의 품질규제도 필요하다. 행정규제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많지만, 사회서비

스 분야의 규제는 오히려 강화할 곳이 적지 않다. 행정기관만이 합법적 규제권한을 가지

기 때문에 행정기관은 서비스 공급기관에게 성과정보를 제출하게 하고, 일정한 성과에 

미달할 시에는 행정조치를 해야 한다. 특히, 관내에 독점적 공급자가 있으면 시장의 자

율규제기능이 작동하기 어렵기 때문에 보다 철저한 품질규제가 필요가 있다. 

주기적으로 품질평가를 실시한다. 이를 위해서는 평가기관,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가

결과 활용방안 등을 만들어야 하는데, 평가기관은 사회서비스진흥원이 담당하며, 내부

적으로 관련 전문가 등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한다. 평가항목은 공급기관들이 다양한 

사업의 일환으로 바우처 사업을 행하는 것이므로 기존의 사업들과 중복되지 않는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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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중심으로, 바우처와 직결되는 소수 항목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그렇지 않으면 평가

가 중복되어 공급기관으로서는 평가에 따른 부담이 크다. 평가항목은 선택과 집중 원칙

에 따라 꼭 필요한 것들만 선택한다. 그리고 평가항목 중에는 자체평가가 많은데, 현장

평가 항목을 강화함으로써 평가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 평가기준은 가능한 객관적

이고 비교가 가능해야 한다. 그리고 품질평가 결과에 따른 상벌체계를 구축하며, 평가결

과를 정책적 목적에도 활용해야 한다.

 

4. 형평성의 향상

바우처 방식은 경쟁과 선택, 효율성 등의 장점을 살릴 수 있지만, 공공서비스가 지향

하는 또 다른 가치인 형평성이나 사회적 약자 보호 등의 가치를 훼손할 우려도 있다. 

특히, 사회서비스는 형평성이나 사회적 연대성의 가치가 중시되어야 한다(Sen, 2018). 

사회서비스 바우처시장에서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첫째, 바우처 수급요건을 재검

토해야 한다. 방향은 엄밀성과 포괄성을 동시에 유지하는 것이다. 언뜻 상반되는 것 같

지만, 양립할 수 있다. 대부분의 바우처가 극빈층에 집중되어 서비스들 간에 중복이 심

화되고 있다. 그 결과 차(次)상위 혹은 차차상위 계층의 경우는 서비스로부터 배제된다. 

따라서 바우처 수급자획정 시에는 무조건 최하층부터 할 것이 아니라, 일정소득 이하에 

대해서는 사회서비스 총량을 측정하고 이를 토대로 수급자격이나 급여수준을 정해야 한

다. 그리고 바우처 수급요건을 사회서비스 전체로 단순화한다. 현재 사회서비스 바우처

별로 수급요건이 제각각이어서 수급대상자들이 사회서비스별로 수급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하기가 어렵다(김윤영･이정기, 2017). 

둘째, 맞춤형 자격관리시스템을 개발하여 수급자가 자산자료를 입력하면 개별 사회서

비스의 수급요건 충족여부를 통합적으로 판단해 준다. 이를 통해 개별 서비스별로 수급

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하는 번거로움을 없애 유자격자의 서비스 배제를 방지한다. 행정

력 소요도 줄인다. 

셋째, 바우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오점(stigma) 문제를 해결한다. 바우처는 

현금지급 다음으로 오점이 적은 방식이지만, 여전히 오점이 발생한다. 이는 수급자의 바

우처시장에 참여를 제약할 수 있다. 따라서 그 방안으로는 별도의 바우처카드 발급 대신

에, 일반 현금카드나 신용카드로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바우처 사용분

을 일반카드로부터 분리 정산하는 작업은 금융기관과 사회보장정보원 간에 기술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바우처 사용지역 간의 칸막이를 없애고 전국적으로 바우처

를 사용하는 데도 유리하다. 



62 ｢행정논총｣ 제57권 제4호

넷째, 도서벽지 수급자에게는 교통비 등 부대비용도 바우처에 포함하여 현실적 보상

이 되게 한다. 도서벽지는 바우처 사업을 이용하려면 인근지역으로 나와야 하는데, 이때

에 시간적, 경제적 추가비용이 발생한다.

다섯째, 바우처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한다. 사회서비스 수급대상자는 대체로 정보

취득능력이 약하다. 더구나 사회서비스는 종류가 많고 수급요건이나 서비스절차 등이 

까다롭다. 따라서 서비스를 개발하고 획일적으로 공지하는 것만으로 행정의 역할을 다

했다고 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홍보방식 및 찾아가는 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 홍보의 

일환으로 공무원의 직권신청을 강화하여 유자격자의 서비스 배제를 방지해야 한다.

여섯째, 본인부담금을 경감한다. 본인부담금은 한정된 예산으로 보다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지만, 이는 빈곤층의 바우처 이용을 제약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획일적으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긴급서비스는 본인부담금을 없애거나, 바

우처 상한액을 설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는 본인부담금을 스스로 조정할 수 있게 한다. 

그리고 지자체의 역할을 강화하여 지자체 사정에 따라 본인부담금에 대한 추가 재정지

원을 검토할 수 있다. 예로서, 젊은 계층의 유입이 시급한 지자체는 임신출산 바우처에 

대해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바우처와 기부금의 연계, 결연사업 주선 등에서도 

지자체의 역할이 필요하다.

일곱째, 바우처 사업에 대한 형평성 평가를 행한다. 현재 바우처 사업에 대한 성과평

가가 부실함은 물론, 바우처 사업의 도입이 사회서비스의 형평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는 전무하다. 다른 방식의 정책수단들과 비교할 시에 바우처의 형평성은 어떠한지, 

지역 간에 바우처시장의 격차는 어떠한지 등을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5. 효율성의 제고

효율성은 주로 비용절감이라는 경제적 측면에서 많이 사용되지만, 공공서비스 특히, 

사회서비스는 이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점차 사회적 효율성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로 

이해되고 있다. 바우처 사업은 공적 재원이 투입되기 때문에 효율성이 있어야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줄일 수 있다. 이것이 공익이다(Henry, 2017). 이를 위해서는 첫째, 바우처 

사업의 통합연계성을 제고해야 한다. 우선 다양한 사회서비스 바우처의 신청과 관리를 

통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수급자들의 노력을 덜고 행정관리에서도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특히, 발달재활서비스, 언어발달지원,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은 통합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그리고 유사 서비스들 간에 묶음바우처(bundled voucher)를 개발하여 

자유롭게 교차 이용할 수 있게 한다. 그리고 관리기관들 간의 통합연계성도 제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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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바우처 사업에는 지자체, 사회보장정보원, 유관기관, 제공기관 등 다양한 기관들이 

개입하는데, 이들 간에 중복과 파편화로 인한 낭비현상이 적지 않다. 특히, 바우처 사업

은 주로 기초단체 단위에서 시행하기 때문에 전국단위에서의 조정이 어렵다. 따라서 컨

트롤 타워(control tower)가 필요한데, 우선은 광역단체에서 일차적으로 역할을 수행하

고, 2차적으로는 전국단위 광역화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정보원, 사회서비스진

흥원 등이 유기적으로 연계해야 한다. 그리고 통합연계성을 통한 효율성을 제고하려면 

바우처 사업의 원스톱(one-stop), 논스톱(non-stop) 행정을 실현해야 한다. 이제 효율성

도 관리자 차원에서만 따질 것이 아니라, 수급자 차원에서도 따져야 한다. 즉, 효율성을 

쌍방향적이고 입체적으로 이해해야 한다. 

둘째, 낭비요인을 제거해야 한다. 낭비요인은 내부관리 차원의 파편화와 기능중첩에

서도 나타나지만, 근본적으로는 공급자와 수급자 양면에서 낭비를 제거해야 한다. 우선 

공급자 측면에서는 바우처와 관련한 부정수급, 과다청구 등을 적절하게 관리해야 한다. 

사회서비스 바우처는 대부분 보건의료서비스 등과 같은 현물급여인 관계로 다양한 형태

로 공급기관의 비용 과다청구, 서비스 과다공급 등이 발생한다. 물론 이는 재정낭비를 

초래하여 효율성을 저하시킨다. 따라서 필요하면 사회서비스 전반에 대한 통합감시기구

를 설치하여 바우처 사업에 대한 면밀한 감독이 필요하다. 수급자 측면에서도 서비스 

낭비나 남용은 물론, 부정수급이나 복지사기(welfare fraud)와 같은 도덕적 해이가 발생

할 수 있다(박정연, 2017). 이 역시 통합심사기구에서 감시･감독해야 한다. 

셋째, 효율성 개념을 관리상의 비용절감이라는 미시적 차원을 넘어 거시적 관점에서 

이해해야 한다. 우선은 해당 사회서비스를 바우처 방식으로 공급하는 것이 적정한지를 

판단해야 한다. 바우처가 작동하기 어렵거나 실익이 없는 서비스는 다른 방식을 찾아야 

한다. 그리고 바우처 방식이 연관 산업이나 유관 서비스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해야 한

다. 서로 윈-윈(win-win)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이는 효율성을 사회전체 이익으로 확

장하는 것이다. 그 리고 바우처 사업의 도입은 정부의 정책정향 및 정책목표와 연계해야 

한다. 예로서, 진보정권은 시장방식에 대해 부정적일 수 있는데, 바우처 방식을 고집하

면 정치와 행정 간의 갈등으로 효율적 사업시행이 어렵다. 따라서 효율성은 정치적 실현

가능성이나 합리성까지 고려하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이해해야 한다.

넷째, 효율성 개념을 사회적 효율성으로까지 확장한다. 사회서비스는 경제적 효율성 

개념만으로 인식해서는 안 된다. 서비스의 충분성, 품질, 수급자의 편리성 등을 포함하

는 사회적 효율성 관점이 필요하다. 그 동안 사회적 효율성은 주로 인간적 가치의 실현

이라는 추상적 개념으로 이해하였는데, 이제 이의 개념을 보다 실제적으로 규정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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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다. 수급자 측면에서 중요한 사회적 가치는 편리성과 접근성이다. 바우처를 이용하

는 데서 수급자들이 정보, 시설, 서비스에 쉽게 접근해야 한다. 사업내용도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하며, 비용 면에서도 부담이 적어야 한다. 공급자로서도 편리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제공된 현물급여의 서비스비용을 보상받는 절차가 너무 까다로우면 이들이 바우

처 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꺼리게 될 것이다. 

다섯째, 효율성 개념을 서비스 질과 결합해야 한다. 즉, 효율성을 투입 대비 산출이라

는 비용 측면은 물론, 투입 대비 서비스 질 향상이라는 측면에서도 이해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서비스 공급자 선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성과평가를 강화해야 한다. 성과평가는 비용대비 성과/효과를 과학적으

로 검증함으로써 효율성 향상에도 기여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성과평가 장치를 마련

하는 것이 시급한 바, 사회서비스진흥원 등에서 최소한 매 2년마다 전국단위 평가가 필

요하다. 이를 위해 바우처 사업의 성과평가를 의무화하고 평가주기, 평가방식, 평가절차 

등을 법제화해야 한다. 그리고 과학적 평가를 장려하기 위해서는 바우처 사업의 목표설

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 경우에는 사회서비스 종류별로 바우처 사업을 통해 달성하려

는 목표를 설정하고, 일정 기간 경과 후에 사업별 비용/편익 추계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그리고 사회서비스 바우처에 대한 일몰(sunset)제도를 도입하여 일정기간 이후에 평가를 

시행하고 효율성이 없으면 자동적으로 폐기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Ⅴ. 결론

지금까지 유사시장 도입 노력의 일환으로서의 바우처 사업에 대해서 사회서비스 바우

처를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바우처 사업의 지향점을 토대로 공급자들 간 경쟁성, 소비자 

선택권, 서비스품질, 형평성, 효율성을 분석변수로 선정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의 실태를 분석하였다. 전반적으로 현재 다양한 정책영역에서 

바우처를 활성화하고자 하지만, 제반 차원에서 개선의 소지가 크다. 

무엇보다 바우처 사업은 다수의 공급자가 있어 실질적 경쟁이 되어야 하는 데, 시설서

비스를 통한 현물급여가 중심이 되는 사회서비스는 수요와 공급이 적기에 연계되기 어

려워 경쟁체제를 형성하는 데 한계가 있다. 그리고 일부 사회서비스는 수요가 적어 공급

자가 형성되기 어렵다. 따라서 바우처 사업의 설계 시에는 서비스에 대한 수급실태를 

먼저 판단하고, 실현가능성이 있는 서비스를 중심으로 시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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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의 선택권 측면에서도 사회서비스는 수급자의 빈곤과 비이동성으로 인해 선택

권 행사가 제약된다. 그리고 바우처 관리가 지자체 단위로 폐쇄적으로 되고 있는 것도 

소비자의 선택권 제고를 위해서는 풀어야 할 숙제이다. 소비자 선택권은 시장의 방식만 

도입한다고 해서 저절로 달성되지 않는다. 면밀한 사후관리와 주기적인 실태조사가 필

요하다.

공공서비스는 어떠한 방식이든 일정한 품질이 유지되어야 한다. 비용절감을 이유로 

수급요건을 과도하게 강화하거나, 질이 낮은 서비스를 공급한다면 이는 공적 재원을 오

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바우처도 우선은 공급자의 법적, 도덕적 책임성을 강화하되, 품

질관리를 위해 바우처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강화하고 결과에 따른 신상필벌을 확립

해야 한다. 

형평성은 사회서비스가 항시 염두에 두어야 한다. 특히, 효율성의 명목 하에 사회적 

약자들이 서비스로부터 배제되거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공급자가 제한

되어 있는 곳에서는 공급자에 의한 수급자 선택행위의 발생가능성이 있으므로 면밀한 

감시가 필요하다. 그리고 지역 간에 서비스 격차가 심하기 때문에 취약지역 거주자들이 

바우처시장 이용에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밀하게 대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바우처 사업의 효율성은 이를 거시적 효율성, 사회적 효율성, 서비스 질과 

결합하여 넓게 보아야 한다. 사회서비스는 경제적으로 효율적이면 좋지만, 이것이 궁극

적 목적은 아니다. 경제적 효율성은 선택과 집중의 원칙 하에서 서비스 통합, 전달체계

의 연계성 제고 등으로 일차적으로 해결하며, 보다 넓은 차원의 효율성은 공급자와 수급

자의 서비스 제공에 대한 사회적 책임성을 향상시키는 등 다른 차원에서 해결해야 한다. 

이렇게 보면, 사회서비스를 포함한 공공서비스에서의 바우처 방식의 도입은 미시적이

고 능률성 관점에서만 접근해서 안 되며, 선진국을 따라 모방의식만으로 해서도 안 된

다. 해당 사회서비스가 바우처 방식으로 공급하는 것이 적합한지를 생각하며, 공급자의 

분포나 수요자의 행태 등을 고려할 때 가능한지를 판단해야 한다. 운영 면에서는 수급자

의 특성, 서비스 유형, 지역특성, 공급자 분포 등을 고려하여 유연하고 단계적으로 시행

해야 한다. 관리방식과 전달체계는 조정, 통합, 연계성을 제고해야 한다. 공급자와 서비

스 질에 대한 정보체계를 구축하고 이러한 정보가 비교 가능한 수준으로 공유되어야 한

다. 성과평가를 강화하되, 이를 합목적성에 비추어서 해야 한다. 

시장은 장점이 많기 때문에 유사시장도 이를 잘 활용하면 경쟁과 선택의 장점을 살려 

공공서비스 질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그러나 시장의 장점은 제도만 도입한다

고 달성되지 않는다. 시장의 작동여건을 조성하며, 서비스 공급자의 시장질서 교란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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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무리한 출혈경쟁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와 사후평가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정부, 지자체, 공급자, 수급자 모두가 공공서비스 바우처가 공적 재원으로 제공됨을 

인식하는 도덕적 책무감이 필요하다. 법제적 규제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서

비스를 사례로 분석하였지만, 본 연구의 취지는 다른 공공서비스 전반에도 대체로 적용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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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blic Service Provision and the Voucher Scheme: The Success 
Requirements of Social Service Voucher

Soon-Yang Kim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analyze the situation of voucher schemes on the basis of 

their requirements for success and to suggest policy measures to revitalize voucher schemes. 

The target of analysis is social services where voucher schemes are most active. To this end, 

this article first examined the significance and advantages of quasi-market voucher scheme 

in supplying public services. The analytical framework was established based on five 

variables: competitiveness among suppliers, recipient's right of choice, service quality, 

equity, and efficiency. In light of these success requirements, this article found that social 

service voucher schemes are not working properly as intended in Korea, and that there are 

many problems to be tackled. Finally, this article suggested policy measures to revitalize 

voucher schemes, following the five variables mentioned.

【Keywords: voucher, quasi-market, social service, supplier competition, recipient's 

choice, performance evalu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