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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본연구의목적은노인요양시설의서비스질관리체계를진단하고한국적장기요양서비스질관리

체계구축의함의를도출하는것이다. 이를위해노인요양시설의서비스질관리체계에대한분석틀로써

‘규제’와 ‘평가’라는두 가지개념을사용하였다. 규제와 평가라는두가지개념적분석틀을통해외국의

서비스질관리체계동향을탐색적으로살펴보고, 한국노인요양시설서비스질관리체계의현황과문제

점을분석하였다. 한국장기요양서비스질관리의문제점은 ‘규제의실효성부족’, 평가주체인 ‘국민건강

보험공단의전문성부족’, ‘요양시설의자발적인서비스질향상노력을불러올수있는기반부재’ 등으로

요약된다. 국내외사례를종합했을때, 정부규제와평가인증및요양시설의자발적노력간에는상호보완

적관계가있음이발견된다. 이는규제강화또는평가인증제도중어느하나만으로지속적인서비스질

개선을보장할수없다는것을시사한다. 서비스질의지속적향상을위해서는효과적인정부규제와시장

경쟁을통한소비자선택권강화, 민간차원의평가인증제도실시, 각요양시설의자발성에기초한개선노

력이종합적으로시도되어야함을의미한다. 물론각각의노력은상호보완적으로조합이되었을때바람

직한 서비스 질 관리체계가 완성된다고 할 것이다.

주제어：노인요양시설, 정부규제, 노인요양시설평가, 장기요양보험제도, 서비스 질

ABSTRACT：Since the launching of the long-term care insurance scheme of 2008, service quality 
control for nursing homes has been a constant and serious issue for South Korea. Over supply, 
excessive competition, and consumer complaints are also related to service quality issu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iagnose the present service quality mechanism, to investigate its limits, and to 
suggest future direction of service quality control for nursing homes. For methodology, we employed 
a conceptual frame consisting of two concepts, ‘government regulation’ and ‘evaluation’. First, we 
briefly reviewed cases of the UK, Japan, the US, Australia within the frame. Then, by using the 
frame we analyzed the current service quality control system for nursing homes in Korea.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when regulation as well as evaluation come with voluntary efforts among nursing 
homes toward nursing service quality improvement, a desirable service quality mechanism will be 
accomplished. Second, regulation is elastic with evaluation and/or voluntary efforts for q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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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rovement. Third, the role for gatekeeper of local governments should be strengthened. Finally, 
while NHIS has too much monopolistic power over long-term care system, their professional capacity 
for evaluation of nursing homes is weak. 
Key Words：nursing homes, regulation, evaluation, long-term care insurance, service quality

I. 서론

노인요양시설장기요양서비스의질은거주노인

당사자와더불어그가족의삶의질과밀접한관

련성을갖는다(Bowers et al., 2001; Kane, 2001).

요양서비스의질이낮다는것은노인요양시설거

주자의 삶의 질이 낮다는 것을 의미하며, 반대로

요양서비스수준이높으면거주자및가족이누릴

수 있는 즐거움(enjoyment), 편안함(comfort)과

같은삶의질수준도향상된다는것을뜻한다. 이

러한설명은한국노인장기요양보험법(2008)1)의

도입배경및취지에서도찾아볼수있다. 이를통

해노인인구의급격한증가에따른가족의부양부

담을 완화시키려는 것이다.

미국을중심으로한서구의장기요양서비스영역

에서는이미1980년대말부터소비자관점(consumer

perspectives)에입각한품질보장(quality assurance)

이 중요한 이슈로 제기되어 왔다(Bowers et al.,

2001). 이에따라서비스질에대한개념화및향

상방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이 이뤄져 왔다

(Davies and Ware, 1988; Jirovec and Maxwell,

1993; Laitinen, 1994; Aller and Coeling, 1995;

Grant et al., 1996). 이들연구와논의에서수렴되

는 관점은 보건의료(health care) 영역에서의 서

비스질개념에대한정의와평가는결국소비자

가인식하는서비스만족도와밀접한연관이있다

는 것이다.

한국역시최근노인요양시설의서비스성과와

소비자 만족도, 그리고 의사결정 간의 관계를 분

석한 연구들이 증가하고 있다(김은정․정소연,

2009;김인․신학진, 2009; 권진희외, 2010; 박정

호, 2011). 한국적상황에서봤을때, 최근소비자

만족도와요양서비스질등에관한연구들이증가

하는것은서비스이용자대비서비스제공자수

의과잉공급이라는장기요양서비스시장의상황과

관련이있다. 실제로 2008년도입된장기요양보험

제도는 노인요양시설의 폭발적인 증가를 가져왔

다. 이에 따라 전국의 노인요양시설 수는 2006년

815개소에서 2011년 2,489개소로 약 3배 이상 급

격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보건복지부,

2012). 노인요양시설 수의 급격한 확대는 서비스

품질 향상노력을 통한 시설 간 선의의 경쟁보다

수급자 유인 및 알선, 허위 부당청구 등과 같은

불법적 편법적운영형태로나타났고, 이는서비스

질에대한불만족의문제로연결된것으로분석된

다(이미진, 2009; 이윤경․김세진, 2012). 즉최근

한국의장기요양서비스환경은낮은서비스질수

준에 따른 서비스 이용자의 만족도 저하, 그리고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또는가사활동지원등의장기요양급여에관한사항을규정하여노후의건강증진및생활안정을도모하고그가족의부담을덜어줌

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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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질하락이라는보다심각하고도근본적인문

제에봉착해있는상황이라할수있다. 이에따라

2008년 이후서비스질을향상시킬수있는방안

혹은 저해요인을 밝혀내기 위한 시도들(이윤경,

2009; 이준우․서문진희, 2009; 김철수, 2010; 이

지영․이미진, 2011)을찾아볼수있다. 그러나이

들은장기요양서비스질에긍정혹은부정적영향

을미칠수있는시설 공급량, 법적근거, 기관의

구조적특성등의세부적원인에초점을두고있

어 아직까지 서비스 질 관리체계에 대한 거시적,

정책적인 차원의 연구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본연구의목적과유사하게장기요양서비스의효

과적인품질관리체계를탐색적차원에서접근한

연구(이윤경․김세진, 2012), 노인요양시설을 대

상으로 이뤄지는 시설급여 평가지표의 개선방안

에 관한 연구(이정석 외, 2013), 국민건강보험공

단내평가전담부서를구성하여평가의전문성을

강화해야한다는연구(이정석외, 2011)가존재하

지만, 최근 국내 장기요양서비스 질 관리체계의

핵심적이슈인 ‘규제’와 ‘평가’ 영역의문제점, 양

자 간의 관계 등을 심도 있게 다루지는 못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한국 노인요양시설의 서비스

질관리체계에관심을갖는다는것은중요한의미

를 가진다. 장기요양서비스의 질 관리에 대한 현

황분석을시도하고정책방향성을모색하는연구

는시의적이라할수있는것이다. 그렇다면노인

요양시설의서비스질은어떻게관리하는것이바

람직한가?이에대한접근으로, 본연구에서는 ‘정

부규제’와 ‘평가인증’이라는두가지방식으로구

분하여 분석을 시도하였다. ‘정부의 규제 및 감

사’(government regulation & inspection)는노인

요양시설의서비스질관리및향상을위한전통

적이고도 이미 보편화된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에평가(혹은평가인증)는비교적최근에비

영리민간영역이나준정부기관영역에서자발성에

기초하여주목을받아왔다(Wagner et al., 2012).

일반적으로 규제는 “바람직한 경제사회 질서의

구현을위해정부가시장에개입하여기업과개인

의 행위를 제약하는 것”으로 정의된다(최병선,

1992: 18). 이때 경제사회 질서의 구현이란 특정

집단의사적이익이아닌공적이익(public interest)

에해당되는경우를가리킨다. 즉장기요양서비스

시장내에진입한각요양서비스공급자들에대한

정부의규제는이용자인노인과보호자인가족의

이익, 더 나아가 국민 전체의 공적이익을 보장하

기 위한 정부활동 중 하나로 이해할 수 있다.

이에 반해 평가는 “프로그램이나 정책의 개선

을위해일련의외재적 내재적기준에따라성과

(outcomes)혹은수행과정(operation)을체계적으

로 사정하는 작업”이라고 정의된다(Weiss, 1998:

4). 앞서 설명한 규제가 사회구성원 전체의 삶의

질확보를위해고안된정부의이념적․사전적차

원의 노력이라면, 평가는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이미시행중인프로그램및정책의과정및성과

를 점검하는 실용적․사후적 차원의 노력이라는

성격이강하다고할수있다. 또한평가의주체는

정부이외의다양한민간기구들이운영의주체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를 갖는다.

요약하면 본 연구에서는 노인요양시설의 서비

스질관리체계에대한분석틀을 ‘규제’와 ‘평가’라

는 두 가지 차원으로 구분하여 접근하고자 한다.

이를위한이론적배경에서는규제와평가의개념

및특성과외국의노인요양시설서비스질관리체

계 동향을 간략히 검토하였다. 또한 규제와 평가

라는분석틀을통해현재한국의노인요양시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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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질관리상황에적용하여현황과한계를분

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본 논문의 결론에서는

한국의바람직한서비스질관리체계를위한정책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노인요양시설의 서비스 질(quality of

service)

노인요양시설의 서비스 질은 서비스 이용자의

측면에서크게 4가지차원에서개념화할수있다

(Bowers et al., 2001).첫번째는주로간호학분야

에서 이뤄진 접근법으로써 ‘이용자 중심(patient-

centered)’의서비스를가리킨다(Aller and Coeling,

1995; Lutz and Bowers, 2000). 즉, 노인요양시설

거주자의필요와욕구를중심으로서비스를제공

하는데 초점을 두고 이러한 관점이 서비스 질의

수준을좌우한다는것이다. 공급자중심의전통적

인서비스전달체계로부터서비스를제공받는이

용자 중심의 모델로의 전환을 강조한다고 볼 수

있다.

두번째는이용자의자율성(autonomy)과관련

한접근법이다(Jirovec andMaxwell, 1993; Kane

et al., 1997). 이는서비스질개념의핵심을이용

자의적극적이고능동적인참여에서발견하고있

다. 즉, 시설내에서일어나는일상적인생활들,예

를 들면 잠자고 일어나는 시간 정하기, 식사메뉴

및룸메이트선택, 전화사용, 금전지출, 시설밖으

로의여행등과같은영역에서이용자의선택권을

얼마나보장하고있는지를서비스질개념의핵심

으로 이해하고 접근하려는 시도이다.

세번째는 ‘누가서비스를구입할것인가?’에대

한 관점이다(Lengnick-Hall and Barton, 1995;

Owens and Batchelor, 1996). 이는서비스제공자

와 이용자 간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것으로써, 노

인요양시설의서비스질개념을이용자의만족도

로 설명하려는 시각에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서비스만족도의수준이높다는것은해당시설의

서비스를구매할의사(willingness to pay)가있다

는것으로해석하는것이다. 노인요양시설의서비

스질을이용자만족도의관점과연결한연구동향

은최근국내의연구들에서도발견된다(김은정․

정소연, 2009;김인․신학진, 2009; 박정호, 2011).

이들은국내노인요양시설의서비스질을이용자

가기대하는서비스수준과실제로인지된서비스

수준간의차이를측정하는서브퀄(SERVQUAL)

모형(Parasuraman et al., 1988)을활용하여측정

하였다. 이렇게 측정된 서비스 질이 이용자의 만

족도및시설이용에대한의사결정에어떠한영향

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 결

과, 대부분의 연구가 공통적으로 서비스 질과 이

용자만족도및의사결정(시설재이용) 간에유의

미한 정(+)적 관계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마지막네번째는서비스질의개념을질적연

구방법을 통해 접근하려는 경향이다(Clark and

Bowling, 1990; Kane et al., 1997). 이는전통적인

서비스 질 관련 연구들이 주로 설문조사를 통한

계량적연구에의존해온것과는차별성을가진다.

연구자들이 요양시설에 실제로 거주하면서 거주

노인들과의상호작용, 다양한프로그램활동참여,

그리고서비스이용자의좋고나쁨의상태에대한

직접관찰등의방법이사용된다. 경험하고느끼는

관찰연구(observational study), 혹은 민족지학

(ethnography) 등의 질적 방법을 시도하는 것이

다.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노인요양시설 거주자와



한국 노인요양시설의 서비스 질 관리: 정부규제와 평가?  131

의직접적상호작용이나활동참여등을통한서비

스질에대한개념화를시도한질적연구사례는

아직 보고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노인요양시설

관리자혹은공무원등을대상으로심층인터뷰를

실시함으로써서비스질의개념에대해질적연구

방법으로 접근한 일부 연구들은 보고된 바 있다

(최은희, 2010; 이지영․이미진, 2011).

한편사회복지행정에서는서비스질을 “사회복

지기관이서비스목적을달성하기위해필요한방

법과기술을얼마나적절하게사용하였는가와관

련된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황성철 외, 2009:

356). 이러한 정의는 서비스 질 개념에 대한

Donabedian(1988)의 인식과 유사성을 갖는다.

Donabedian(1988)은 서비스의 질을 서비스가 전

달되는구조와과정그리고서비스성과등다차

원적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다(이미진, 2011 재인

용). 구체적으로이러한서비스질개념을노인요

양시설에적용하여본다면다음과같이설명할수

있다. 먼저서비스구조에는침대, 물리치료실, 식

당, 여가시설등의물리적환경, 운영주체, 인력구

성등이포함되며, 서비스과정에는실제제공되는

서비스로서의구체적인돌봄활동(caring activities)

에대한내용및절차등을, 그리고서비스성과에

는 서비스 이용으로 인한 거주노인 만족도, 신체

적 정신적 기능상태의 호전정도 등이 해당될 수

있을 것이다. 즉 노인요양시설이 이용자의 삶의

질과 만족도 향상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 구조와

과정을 효과적으로 설정하고 활용한다면 결과적

으로긍정적인서비스성과를얻을수있게된다

는 것이다.

이러한 서비스 질에 대한 기대는 사회복지 혹

은노인복지서비스분야에따라일정한수준이상

을유지하도록국가가규제의범위에포함시키기

도한다. 대부분의사회복지서비스가사실상여기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사회복지사업법을 비

롯한 사회복지서비스 관련법들이 이들 국가규제

의 법적 근거가 된다고 하겠다.

2. 규제(regulation)

Mitnick(1980: 4~7)에따르면규제란 “공익적

목적에 따라 제정된 규칙을 통해 민간의 활동을

행정적으로 감시(public administrative policing)

하는 것”으로설명했으며, Reynolds(1981)는 “정

부와사회구성원(개인및기업) 간의자유재량적

권리관계를제재를통해제약하거나변경하는것

(배용수, 2013: 33 재인용)”으로 정의하고 있다.

규제에 대한 이상의 일반적 정의를 통해 도출

할수있는규제의특성은다음과같이요약된다

(최병선, 1992). 첫째, 규제의주체는정부이다. 둘

째, 규제의 목적은 바람직한 경제사회 질서를 구

현하는 것이다. 이때 바람직하다는 것은 특정 이

익집단이아닌보편타당성의개념이전체국민의

공익에 부합할 경우에 정당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셋째, 규제는정부가민간주체, 즉기업과개

인의 행위를 제약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정부규제의정당성에대한대표적인이

론적근거로는시장실패이론에서찾아볼수있다

(김상헌, 2010; 배용수, 2013). 만일 우리가 모든

상품및서비스가자유롭게거래되는이상적완전

경쟁 상황에 놓여 있다면, 시장메커니즘을 통해

자원이가장효율적으로배분될것으로가정할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독점, 외부효과,

공공재, 불완전한정보, 시장의부재등의원인으

로 완전경쟁을 실현하기가 어렵게 된다. 이러한

불완전경쟁시장에서경제활동에참가하는행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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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자유로운활동결과는이상적이라할수있는

사회적 최적과는 멀어지게 되며, 이를 시장실패

(market failure)라고정의한다(김상헌, 2010). 따

라서정부는시장실패에대한대응으로국가의시

장개입 형태로 규제정책을 실시함으로써 전반적

인사회후생(social welfare)의감소를적극적으로

방어하는것이다. 이러한정부규제의취지와는달

리, 정부규제가특정개인또는이익집단을위해기

능하게될때오히려정부실패(government failure)

의 가능성 역시 존재한다. 이럴 경우에는 오히려

탈(脫)규제혹은규제완화및규제개혁등에대한

논의가 설득력을 얻게 된다(Wolf, 1993).

이러한규제에대한일반적논의를노인요양시

설의서비스질규제에적용할경우, 사회적목적

의범주내에서그타당성및정당성을찾아볼수

있다. 노인요양시설의 서비스 질 규제란 이용자

및가족그리고더나아가모든국민의삶의질과

기본권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노인요양시설의

서비스질규제와관련한가장기본적인규제정책

으로는해당사업의신고또는인허가제도를들

수있다. 이는관련법규정이나행정명령등을통

해살펴볼수있다. 예를들어, 노인복지법(老人福

祉法) 제35조②항에서는 “국가또는지방자치단

체외의자가노인의료복지시설을설치하고자하

는경우에는시장․군수․구청장에게신고하여야

한다”. 그리고 ③항에서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 인력및운영에관한기준과설치신고및설

치허가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보건복지부령

으로정한다” 등의내용을규정하여관련서비스

시설의 자유로운 요양시장진입을 일차적으로 제

한하고 있다. 또한 법적으로 규정한 시설기준 및

명령을충족시키지못할경우해당시설의지정취

소및폐쇄조치도이뤄질수있다고규정하고있

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이는 서비스 질

수준이낮은시설은시장에서퇴출시킴으로써최

소한의서비스질수준을확보하기위한일차적인

정부규제라 할 수 있겠다.

또한노인요양시설의서비스질규제는서비스

효과성을보장할수있는중요한수단으로도이해

될수있다(이진숙․박진화, 2011). 이는 최근장

기요양보험제도의도입이후에장기요양서비스의

시장화를경험하면서그중요성이더욱부각되었

다고할수있겠다. 즉, 제도도입이후장기요양서

비스환경에시장원리가도입됨에따라서비스공

급주체는 다양화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구체적

으로, 과거에는공공또는비영리민간부문의공공

성을목적으로한요양서비스공급주체가다수였

다면, 현재는영리를목적으로한개인및영리부

문의서비스공급주체들이증가해왔음을알수있

다. 이러한요양서비스공급체계의다원화추세와

장기요양서비스시장의 확대는 요양서비스 질에

대한 정부규제의 필요성에 주목하게 한다. 특히,

공급과잉의장기요양서비스시장에서적절한규제

시스템을만드는것은서비스질관리를위해반

드시필요한조건이될수있는것이다(Knapp et

al., 2001).

한국보다 앞서 장기요양서비스시장이 형성된

미국의 경우에도 지난 수십 년 간 노인요양시설

및입소자수가동시에증가함에따라노인요양시

설의 서비스 질 관리가 심각한 쟁점이 되어왔다

(Walshe and Harrington, 2002). 이에 따라 미국

정부와의회는요양서비스질향상을위하여1987

년 ‘노인요양시설 개혁을 위한 새로운 규제 법률

(Omnibus Budget Reconciliation Act of 1987:

OBRA, 1987)’을 제정함으로써서비스질관리를

도모해왔다. 노인요양시설에대한규제에더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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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을투입하거나규제의강도를강화할수록요

양서비스의 질도 아울러 개선되어졌다는 경험적

근거에 기초한 정책으로 설명된다(Wunderlich

and Kohler, 2001). 그러나한국의경우에는장기

요양보험제도의시행초기다수의서비스공급자

를확보하기위한일환으로오히려정부의규제수

준을완화하였으며(석재은, 2010), 정부규제를통

한노인요양시설의서비스질관리가효과적이지

않다는비판이적지않았다(석재은, 2010; 이미진,

2011). 이러한정부규제행위는사실상정부의감

사제도및지도감독의형태로나타난다. 감사제도

는평가제도의특정형태라는것이일반적인설명

이다. 따라서 정부규제로서의 감사제도와 평가는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 것이다.

3. 평가 및 인증(evaluation/accreditation)

앞서소개한바와같이Weiss(1998: 4)는평가

(evaluation)를 “프로그램이나정책의개선을위해

일련의외재적내재적기준에따라성과(outcomes)

혹은수행과정(operation)을체계적으로사정하는

작업”으로정의하고있다. 사회복지영역에서평가

를하는이유와목적은평가대상(프로그램, 조직,

정책등)에대한개선, 가치판단, 의사결정을위한

정보의제공, 효과성및책임성의검증등으로설

명된다(황성철외, 2009). 다시말해평가는특정

프로그램및정책을계속해서진행할것인가또는

중지할것인가, 혹은최초에설정한그목적을얼

마나 달성하였는지, 프로그램이 어떻게 수행되었

는지등에대한필수정보들을제시해준다는점에

서 중요하다(Weiss, 1998). 평가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또 하나의 효과는 조직학습(organizational

learning)이이뤄진다는점이다. 평가를통해조직

구성원들이관련프로그램이나정책의목표를공

유하고 동시에 보다 책임성을 갖도록 하는 등의

학습효과가 나타나는 것이다.

조직이론(organizational theory) 관점에서 평

가는 ‘목표중심모델’(goal model)과 ‘체계이론모

델’(system theory)의 2가지로 구분하여 설명될

수 있다(최재성, 2001). 먼저 목표중심모델은 조

직이세운목표를얼마만큼달성했는지를강조하

여조직의존립가치를판단하는것에초점을두고

있다(성규탁, 1994). 목표중심모델에서는 조직을

폐쇄된 체계(closed system)로 보고 측정이 쉽고

관찰할수있는조직의성과에보다초점을두고

있다(Cameron, 1986). 반면에 체계이론모델에서

는산출및성과보다는수단과과정에초점을두

고, ‘투입-변환-산출-성과’의각단계의관계를규

명하여조직의효과성및효율성을판단하고있다

(Martin and Kettner, 1997).

평가제도의또다른개념으로써, 사회복지시설

에대한운영및서비스제공의표준원칙을근거

로 정기적인 평가와 함께 인증(accreditation)을

제공하는인증제도의개념도존재한다(황성철외,

2009). 기존의 평가제도가 평가대상에 대하여 결

과를 중심으로 단선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인증제

도는 평가주체와 피평가대상이 쌍방적인 관계에

서보다과정에초점을둔제도로이해할수있다.

이러한인증제도는인증결과에대한공개적인정

보접근을 통해 서비스이용자의 선택권을 확대한

다는관점에서도의미가있다. 나아가시설간서

비스질경쟁을제고시키고궁극적으로시설의지

속적인서비스질개선노력을추동하여서비스제

공기관의전문성과책임성증진을기대할수있다

는 것이다. 국내에서는 한국보육진흥원을 인증주

체로 전국의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평가인증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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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실시하고있으며, 외국에서는오래전부터노인

요양시설을포함한보건의료전영역에서평가인

증제도를 도입하여 실시해왔다. 특히 미국에서는

1970년대부터 노인요양시설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주요수단으로써평가제도의유형중하나인

민간 인증제도를 도입하여 실시해왔다(Griffin,

1987; Greenfield and Braithwaite, 2008). 전통적

으로는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규제 및 감사, 정보

공개(public reporting) 등을통해서비스질관리

가 이뤄져 왔다면(Werner and Konetzka, 2010),

최근에는이를넘어인증제도라는새로운서비스

질관리수단을활용하여서비스질관리를추구

하는 것으로 파악된다(Nicklin and Dickson,

2009). 선행연구들에따르면인증제도는지속적인

서비스 질 향상 노력의 강화, 서비스 성과 향상,

조직구성원의능력개발(capacity building) 및조

직학습등의장점이있다고보고된다(Mays, 2004;

Nicklin and Dickson, 2009). 그러나 인증제도 역

시 시스템이 지나치게 관료화(bureaucratic) 될

위험과직원들에대한불필요한업무량및스트레

스증가, 평가자별인증기준의일관성부족, 자원

및과도한비용지출등이여전히문제점으로지

적받고 있다(Greenfield and Braithwaite, 2008).

평가는정부규제및감사기능과는차이가있다.

즉서비스질관리에있어서관련규정의준수여부

를확인하는감독방식의규제만으로서비스질향

상을보장할수없듯이, 평가인증제도만으로도서

비스질을보장할수없는것이다. 따라서이들은

상호독립적차원의개념으로이해하기보다는상

호보완적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Kinney, 1994; Werner and Konetzka, 2010).

한편본연구에서는장기요양서비스질개선을

위한시설자체의인력교육및훈련, 소비자, 서비

스질중심의조직문화형성등을위한총체적노

력을의미하는시설의 ‘자발적노력’ 을함께고려

하고 있다. 이는 최근의 평가인증제도에 대한 관

심이 비영리민간이나 준정부기관의 영역에서 시

설의자발적인노력을기초로발전되어왔기때문

이다(Wagner et al., 2012). 즉시설의자발적 노

력은평가및인증제도가시행되는민간혹은준

공공영역에서찾아볼수있다. 이후살펴볼외국

과달리한국의경우, 장기요양서비스의시장화에

따라시설차원의체계적이고자발적인노력에대

한사회적요구가증대되고있음에도불구하고아

직까지 비영리민간의 평가인증기관은 부재하고

준공공영역으로분류되는국민건강보험공단이실

시하는평가제도내에서시설의자체적인서비스

질 개선노력이 이뤄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4. 외국의 노인요양시설 서비스 질 관리체계

동향

본절에서는오래전부터장기요양서비스를제

공해온외국의서비스질관리체계를규제와평가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

해 영국, 일본, 미국, 호주의 서비스 질 관리체계

사례를 검토하였다.

외국의장기요양서비스질관리체계는크게정

부에의한규제강화와시장에서의경쟁강화및소

비자의권한확대를위한평가인증등의노력으로

요약될수있다. 외국의경우, 급격한노령화에따

른 서비스 수요의 증가에 비해 민간 요양시설의

공급은 부족했기 때문에, 요양시설 간 경쟁을 통

한서비스질개선보다는정부의규제강화를통한

서비스질관리를우선적인정책적수단으로삼아

왔다고볼수있다(Mukamel et al., 2012). 외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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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질 관리와 관련한 경험적 특성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표준적인 서비스 질

기준에대한요양시설의이행정도를평가하기위

해 각 국가가 처한 상황적 특성에 따라 합의된

‘국가적 최저기준’(national minimum standards)

을설정하고이를모니터링(monitoring) 하는감사

(inspection)를실시하고있다(Nicklin and Dickenson,

2009). 국가적 최저기준은 각 국가의 정치․경

제․사회․문화등의역사적상황에따라서기준

의수준및방식이결정될수 있다. 둘째, 각국의

서비스 질 규제 기관들은 요양시설에 대한 통제

수단으로규제및감사결과에따른다양한제재수

단(sanctions)을 활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

CMS(Centers forMedicare andMedicaid Services)

와 영국 CQC(Care Quality Commission)의 벌금

부과, 새로운입소자에대한급여지급중단, 즉각

적인시설의폐쇄조치등이이에해당된다. 셋째,

전문적이고체계적인서비스질관리를위해정부

와는분리된 평가인증기관을지정하여활용하고

있다.

영국은 중앙정부의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에 의해서 감독을 받고 있는 CQC가 약

22,300여개의 등록시설을 감독 및 평가관리하고

있다(CQC, 2012). CQC는장기요양서비스의질관

리를 위해 국가적 최저기준(national minimum

standards)을 설정하고 각 서비스 제공시설들이

의무적으로그기준을잘따르고있는지를평가하

는 방식으로 규제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적 최저

기준은 ‘Health and Social Care Act’(2008)와

‘Care Quality Commission Regulations’(2009) 등

에법률적근거를두고있다. 구체적인평가지표로

는 ‘케어의 질(quality of care)’ 및 ‘안전(safety)’

을위한19개의필수기준(Governmental Standards

of Safety and Quality)을마련하고있다. CQC는

규칙이나국가최저수준에대한준법(compliance)

정도에따라시설의서비스제공을일시적으로중

지시키거나 등록을 취소하고, 안전 및 서비스 최

저기준을위한요건이충족될때까지시설의폐쇄

를강제할수있는권한도갖고있다. 그러나이러

한서비스질관리에있어서지나치게정부의규

제를 강조한 나머지 각 시설의 자발적인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한 노력을 억제한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다음으로일본의서비스질관리체계는지방정

부(都道府県)에의해실시되는정기적인(연 1회)

시설감사(facility inspections)와 각 지방정부에

의해서 ‘제3자평가’2)기관으로인증및지정된기

관에의한외부평가그리고각시설에대한평가

결과가일반대중에게공개되는개호서비스정보

공표제도의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Kadoya,

2011). 이 중에서도 지방정부의 직접적인 규제를

중심으로요양서비스의질을관리하고있다는것

이일본사례의특징이라고할수있다. 따라서정

부의규제와비교할때서비스개선을위한민간

의평가인증과시설의자발적인노력의효과는별

로 크지않다고볼수있다(Wiener et al., 2007).

미국의장기요양서비스질관리체계는각주별

로 연방정부 보건복지부(Department of Human

and Health Services, DHHS) 산하 CMS와그지

역사무소(Regional Offices, ROs)를 통한 직접적

인 질 관리, 주정부 산하 주정부 조사기구(State

Survey Agency, SSA)를 통한 감사 및 감독 등

2) 제 3자 평가는다른나라들에서실시되고있는 “report cards” 시스템과유사한방식이며, 합격․불합격시스템(Pass-Fail rating system)은

아니다. 중앙정부는 강력하게 이러한 제 3자 평가를 권고하고 있으나 강제하고 있지는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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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규제 평가 및 인증

중앙정부 지자체
비영리민간

인증기관

서비스 제공시설의

자발적 노력

강도

영국 CQC 통한 강력한 규제
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약함
약함

정보공표에 따른 수동적

대응

일본
시설에 대한 표준적인

기준 제시

실질적인 강력한

규제자로서의 역할

수행

‘제 3자 평가’활용 정보

제공을 통한 수요자에

대한 선택권 강화

서비스 제공인력에 대한

교육 및 훈련.

강도 약함.

미국

CMS에 의한 전국적인

서비스 및 시설

기준마련

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서비스 질

모니터링 감사

민간비영리 인증기구인

‘JCAHO’를 통한

자발적인 평가인증실시

‘culture change

movement'를 통한

거주자 중심의 케어

강화 노력

호주
시설에 대한 ‘licensing'

및 폐쇄 권한 행사
매우 제한적

‘ACSAA’를통한서비스

질모니터링실시

서비스 제공인력에 대한

교육 및 훈련 강화

자료: 최재성 외(2013: 60)에서 수정 후 재구성

<표 1> 규제와 평가를 통한 영국, 일본, 미국, 호주의 서비스 질 관리체계 동향

정부의 규제기능을 통해서 일차적으로 수행되고

있다. 또한민간의평가인증제도에는 비영리인증

기관인 JCAHO(Joint Commission on Accreditation

Healthcare Organization)에 의한서비스품질인

증제도시행, 시설의자발적노력으로는거주자중

심케어(person-centered care)를 위한 시설의 체

계적 서비스 개선노력인 “Culture Change"3) 운

동을 그 대표사례로 들 수 있다(Berwick, 2009).

마지막으로호주는인증제도4)에바탕을둔서

비스질관리체계를수립하고있다. ACSAA(the

Aged Care Standards and Accreditation Agency

Ltd)5)라는 중앙정부에서 지정한 비영리민간의

전문적인인증기구가서비스질관리를체계적으

로 담당하고 있다. 그에 반해서 정부의 규제기능

은 상대적으로 약하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전문

적인 평가인증기구와 요양서비스 제공시설 간의

협력적인(consultative) 관계가 수립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즉, 평가조사자는 요양시설이

서비스질개선을위해노력하도록실질적인조언

을 제공하는 컨설턴트(consultants)의 역할을 수

행한다고 할 수 있다(Wiener et al., 2007). 위의

논의를바탕으로외국의서비스질관리체계의특

성을규제와평가라는두가지차원과시설의자

발적 노력을 덧붙여서 요약적으로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3) "Culture Change”는거주자중심케어또는거주자중심의환경을포함하고있으며, 거주자 중심의운영(direction), 가정집과같은환경조성

(homelike atmosphere), 직원과의 친근한 관계형성, 협력적 의사결정(collaborative decision-making)등을 포함한다(Koren, 2010).

4) 호주의경우는미국과달리, 인증의의미를지니고있다. 즉, 정부와관계없는별도의민간조직에의한서비스질에대한평가인증을의미하는

미국과는 달리, 호주에서 인증은 준정부의 기구에 의한 서비스 기준의 수립 및 이행에 대한 모니터링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5) ACSAA는시설이제공하는서비스질을관리하는기능을수행하며, 중앙정부로부터운영재정의절반정도를받고있으며서비스제공시설

들에의해서제공된인증비로그나머지를충당하고있다. 이 기관의장은서비스제공자나각종시설의이사회에서임명되는것이아니라

보건 및 노인부의 장관에 의해서 임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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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한국 노인요양시설 서비스 질 관리 현황

1. 규제

앞서 정부규제 및 평가인증에 대한 논의에 기

초하여한국노인요양시설서비스질관리현황을

규제와 평가라는 2차원적 개념적 분석틀을 통해

파악하고자한다. 한국의경우는외국의사례와는

다르게평가기능이민간의독립된기구에게맡겨

진것이아니라중앙정부의산하조직으로설립된

준정부기관인 건강보험관리공단이 평가수행주체

로서공식적으로노인요양시설의서비스질을평

가하고 있다.

<표 2>는한국노인요양시설의서비스질관리

체계 현황을 요약적으로 제시해 주고 있다. 규제

의경우중앙정부(보건복지부) 및지방정부(지자

체)에 의해 시행되고 있으며, 평가는 국민건강보

험공단에의해운영되고있다. 이와함께개별요

양시설의 자발적 노력이 이뤄지고 있다.

규제의 실시주체로서 중앙정부와 지자체(광역

시․도및시․군․구지방자치단체)로구분하여

규제상황을 이해할 수 있다. 먼저 중앙정부(보건

복지부)는 장기요양보험제도를 총괄적으로 관장

하며, 요양시설서비스질관리의근거가되는법,

지침, 기준, 방향성등을주관한다. 반면일선현장

에서 각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서비스 질 관리를

담당하는직접적역할은각지자체와국민건강보

험공단에의해서이뤄지고있다. 관련법령등제도

의변화는비정기적이며, 관련법령의개정시에는

법제처와 보건복지부 등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

다음으로 지자체(시군구)는 노인요양시설의

진입과 퇴출을 심사하는 주체로 시설의 지도 및

감독, 지정및취소그리고환경및인력의주요사

항 관리, 요양시설의 장기요양급여에 대한 자료

요구및검사등의기능을수행할수있는권한을

갖고있다. 즉, 각 지자체는개별노인요양시설의

설치여부를노인복지법의설치기준에부합하는지

여부를 통해 결정하며, 노인장기요양법에서 정한

부정사례가 발견되었을 때 해당시설의 지정취소

및 폐쇄를 조치할 수 있다.

2. 평가

노인요양시설의평가는국민건강보험공단이주

체가되어매 2년마다정기적으로실시하고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준정부기관의 성격을 갖고

있으며,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작성, 노인요양

시설 평가, 장기요양급여 제공내용의 관리 및 평

가, 시설에대한자료제출요구, 부당이익의징수

등의 업무활동을 통해 서비스의 질 관리를 가장

적극적으로 담당하는 주체이다. 국민건강보험공

단에서는노인요양시설평가의목적을서비스질

향상과수요자의알권리충족을통해서요양시설

선택권을 확대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건강보험공단은요양시설의평가지표를주도적으

로개발하고있으며, 자체평가팀을구성하여평가

를 실시하고 있다. 모든 시설은 의무적으로 노인

요양시설평가에참여해야하며, 평가결과는노인

장기요양보험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평가결과를 기초로 상위

10%에해당되는시설에는금전적인센티브를제

공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평가제도의 영향 내에서

요양서비스질개선을위한민간영역의자발적노

력도논의할수있다. 장기요양서비스시장에서요

양서비스제공시설들간경쟁체제가각요양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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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규제 평가

주체
중앙정부

[보건복지부]

지자체

[시군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시장 내 개별

서비스 제공시설

목적
노인장기요양보험제

도의 총괄적 관장

시설의 설치 및 운영 관리

(최소 기준 이행 점검)

시설의 서비스 질 향상

수요자의 알권리 충족과

시설 선택권 확대

자발적 노력을 통한

서비스 질 개선 및

입소율 향상

역할

요양서비스 질

관리의 근거가 되는

법, 지침, 기준,

방향성 등 주관

시설의 지도 및 감독,

지정 및 취소

시설의 환경 및

인력 중요사항 관리

시설의 장기요양급여에 대한

자료 요구 및 검사

등급판정 표준장기요양이용

계획서 작성

서비스 비용 심사 및 지급

시설의 평가

(지표개발 및 평가 직접 실시)

시설에 대한 자료 제출

(장기요양보험료 산정 등을 위한

자료 제출을 요구)

부당이득의 징수

시장에서 이용자 확보를

위해 서비스 질 경쟁을

유도

특징

시설의 서비스 질

관리 역할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지자체에 위임

시설에 대한 제보 및

특정사항이 발견될 경우에

현지조사

법에 의해 모든 시설이 해당

서비스 과잉공급으로

인한 낮은 가격경쟁

발생(본인부담금 면제 or

인건비 감소)

주요

기능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법률적 근거마련
조사(inspection) 평가(evaluation)

자발적인 서비스 질

개선 노력

시설 경쟁력 향상

빈도 비정기적 비정기적 2년에 한번 매일

결과

활용
제도변경 공개 결과공개

결과공개

인센티브 제공

입소율(공실률) 및

대기자 수치

자료: 최재성 외(2013: 16)에서 수정 후 재구성

<표 2> 우리나라 노인요양시설 서비스의 질 관리체계 현황

의서비스질개선을유인할수있는것으로기대

되는것이다. 요양서비스의구매는매일일어나기

때문에 서비스 질은 매일 평가받는다고 볼 수도

있다. 여기서 요양시설의 입소율과 대기자 수는

서비스질을보여주는대리(proxy) 지표라할수

있다. 입소율이높은요양시설은시장에서서비스

질을높게평가받게되고, 이로인해많은이용자

로부터 선택을 받았다고 설명할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Lee et al.(2013)의 연구에 따르면, 노

인요양시설의대표적인서비스질개선활동으로

볼 수 있는 거주자중심케어의 수준은 입소율에

정(+)적인영향을미치는것으로보고되고있다.

이는노인요양시설의서비스질향상노력이시설

의입소율과직접적인관계를갖고있음을보여준

다.

또한국내에는아직활성화되지않았지만시민

단체(혹은관련전문적민간단체)의경우요양시

설의운영상황과서비스질에대한일반정보의공

개에능동적으로관여할수있다. 예를들어, 지역

내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요양시설들을 모

니터링할수있는소비자단체와같이이용자에게

요양시설의서비스질에관한객관적인정보를제

공할수있는민간기관이이에해당된다고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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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인요양시설 서비스 질 관리의 문제점

우리나라는정부의규제와국민건강보험공단의

평가, 민간 공급자들 간의 경쟁체제를 통한 서비

스질관리구조를갖는다고설명될수있다. 하지

만공공의합리적규제및지도감독과민간의자

발적 노력은 아직 미흡한 수준으로 평가된다. 구

체적으로정부규제의경우, 일선지자체가사실상

정부규제의직접적인수행주체로서지도감독을통

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장기요양업무에대한전문성부족과과도한업무

량으로인해효과적인요양서비스질관리가어렵

다는것이현실이다. 일부지자체의경우자체역

량확보를통해어느정도의지도감독이이루어지

는것으로도알려지고있으나대부분의지자체에

게는감당하기어려운부담으로나타나는것이다.

이러한상황에서지자체는해당지역의국민건강

보험관리공단 지사에 지도감독 업무마저도 암묵

적으로 위임하는 선택을 하게 된다.

민간의 경우 해당시설의 지속적인 서비스 질

개선노력을관리하고유도할수있는전문적평

가․인증기관, 지역시민단체, 소비자단체등이부

재하거나 취약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국민건강보험공단은장기요양서비스제

공시장에서의독점적인권한을갖고있다고볼수

있다. 즉, 노인장기요양보험의보험자이며관리주

체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시설에 대한 평가

주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더하여서, 국

민건강보험공단은지자체의고유권한인지도․감

독기능까지도일부행사하는기형적형태의서비

스 질 관리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결국 국내 노인요양시설의 서비스 질 관리의

한계는중앙정부, 지자체, 국민건강보험공단, 서비

스공급자들각주체에서모두발견된다. 물론장

기요양서비스시장의 역사가 짧은 한국적 상황에

서그간의시행착오의가능성을감안한다면지나

치게 비관적으로만 볼 필요도 없다. 하지만 여전

히현실을객관적으로진단하고정확한방향성을

논의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그림 1>은

우리나라노인요양시설서비스질관리의문제점

을 요약적으로 제시해 주고 있다. 여기서의 핵심

은궁극적인장기요양서비스질향상을위해서는

규제및평가와같은제도적접근과더불어시설

의 자발적 노력이 동시에 요구된다는 것이다.

1) 규제

먼저 중앙정부(보건복지부)는 서비스 질 관리

를위한법적및제도적기반의측면에서취약성

을보여주고있다. 평가및관리에따른간단한행

정조치(부당이득 징수, 과태료 부과)를 제외하고

는 “평가나현지조사를통하여서비스내용및인

력의질적향상을도모할수있는규정이없으며,

행정처분 과정에서 서비스 질을 향상할 수 있는

유예기간및세부사항도마련되어있지않아”(최

은희, 2010: 408) 법적및제도적기반의부실함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또한 서비스 질 관리에

대한방향성도모호한상황이다. 현재까지의모습

은 거주노인의 증상완화 및 유지 등의 의료모델

(medical model)의특성이강하게반영되어있지

만, 현실적으로 노인요양시설은 거주공간으로서

의 생활시설의 성격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중앙

정부는노인요양시설서비스의질개선을위해생

활시설로서의 특성을 반영한 요양시설운영 방향

역시고려해야할것이다(최재성외, 2013). 또한

서비스제공을담당하는요양보호사인력의서비

스 질 관리 기능도 미흡하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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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시설종사자의보수수준적정화, 전문성강화,

업무환경개선등과같은요양보호사의전문성강

화를 위한 정책이 고안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현재 요양시설의 지정 및 취소와 지

도감독역할을맡고있는지자체에서는장기요양

서비스시장에 진입하는 노인요양시설의 진입과

퇴출을적절히관리하지못하는것으로비판받고

있다.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 이후 노인요양시

설의증가에따라노인요양시설간이용자확보를

위한경쟁이심화되고있으며, 불법적본인부담금

면제, 요양보호사인건비부당청구, 인력의질저

하, 서비스질저하의문제로연결되고있는것으

로 지적되고 있다(이윤경․김세진, 2012). 또한

노인요양시설의 지도감독을 담당하는 지자체 공

무원의인력이지나치게적게배치되어있어관할

지역내모든노인요양시설의운영실태를감독하

기 어렵다는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

2) 평가

평가와 관련하여 노인요양시설의 시설급여 관

리및평가를담당하고있는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요양서비스질개념에대한구체적인합의를도출

하지못했다는지적을받고있다. 나아가서서비스

제공에 대한 최소서비스기준(minimum service

standards) 등서비스별제공기준이나서비스제

공기법에대한공식적인기준도취약하다는비판

이 제기되고 있다(이윤경․김세진, 2012).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체가 되어 시행하는 노인

요양시설평가는국민건강보험공단에대한평가대

상기관의예속을초래하거나평가를왜곡할가능

성이높다는지적을받고있다(박능후, 2010). 국

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자, 평가주체, 지도감독자

등다수의역할을수행하면서독점적지위를갖게

되었으며, 장기요양과 관련하여 독점적 권력기관

이 되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현 평가제도의 전문성과 관련하여 국민건강보험

공단직원으로구성되어있는평가인력의전문성

부족, 평가대상시설의참여기회제한, 이용자욕

구를반영하지못한부적절한평가지표등이지적

되고 있다(최은희, 2010; 이윤경․김세진, 2012;

최재성 외, 2013).

3) 시설의 자발적 노력

마지막으로 민간의 자발적 노력에서는 장기요

양서비스시장의 경쟁원리가 제대로 작동되지 못

하고있는것으로평가할수있다. 즉공급자의서

비스질개선을위한직원의역량강화, 다양한프

로그램운영등과같은내부적차원의노력이미

흡한 상황이며, 여기에 이용자는 서비스 질에 대

한 객관적 정보에 접근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

다. 더불어국내에서는아직까지평가및인증을통

해서비스질관리를수행할수있는독립된민간기

관이나시설운영을감시할수있는소비자및지역

시민단체가제대로성숙되어있지못한상황이다.

자료: 최재성 외(2013: 18)에서 수정 후 재구성

<그림 1> 우리나라 노인요양시설 서비스

질 관리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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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및 제언

본연구의목적은한국의노인요양시설서비스

질관리의현황및문제점을진단해봄으로써향후

장기요양서비스질관리를위한바람직한방향을

모색하는것이다. 이를위해노인요양시설서비스

질관리의체계를 ‘규제’와 ‘평가’라는 두 개의개

념적 분석틀을 활용하여 접근을 시도하였다.

한국의장기요양서비스질개선을위한관리체

계를탐색적으로분석해본결과, 현재한국의정

부규제는 보건복지부로 대표되는 중앙정부와 지

방정부(지자체)에의해운영되고있고, 평가는국

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주체가 되어 담당하고 있

었다. 외국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역시

규제에의한서비스질관리는공공의영역내에

서작동하는것으로이해할수있으나, 평가의경

우에는공공과민간의성격을동시에포괄하고있

는준공공영역(국민건강보험공단) 내에서기능한

다. 이는서비스질규제와평가기능을동시에맡

고있는영국의CQC 기능과유사한반면, 평가인

증의기능을전적으로민간영역에위탁하여수행

하고있는호주, 미국, 일본등과는차이를보인다.

현재한국의장기요양서비스질관리체계의문

제점을요약하면다음과같다. 먼저장기요양서비

스질에대한정부규제및감시의수준은비교적

느슨하다고할수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의

한시설평가제도또한서비스질개선과관련해서

적지않은한계점을노출하고있다고할수있다.

게다가민간영역의서비스질개선을위한자발적

인노력또한취약한상황이라고할수있다.오히

려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주어진 권한이 평가주

체로서의역할이상으로요양시설에대한감사기

능까지 부여되어 규제와 평가 간의 역할 설정을

모호하게 한다. 이러한 문제점은 ‘규제의 실효성

부족’, 평가주체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의전문성부

족’, 그리고 ‘요양시설의자발적인서비스질향상

노력을불러올수있는기반부재’ 등으로정리될

수 있겠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대안은 다음과 같이 제

시할수있다. 먼저정부규제의실효성부족의경

우, 현지조사를실시할때서비스내용및인력의

질을향상시킬수있는법률적․제도적근거의마

련그리고담당공무원의전문성제고를위한교

육강화등을통하여정부의규제및감사기능이

보다 한층 강화되어야 한다.

둘째, 국민건강보험공단의전문성부족문제는

공단내에장기요양서비스전문가들로구성된자

체 센터를 설치하여 평가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기존의의료모델중심의평가지표를노인의심리

적․정서적 상태까지 고려하는 심리사회적 모델

로 전환하는 노력이 이뤄져야 한다.

셋째, 자발적인 서비스질 향상 노력을불러올

수 있는 기반의 부재 문제는 실천현장에서 직접

서비스를제공하는공급자들의자발적노력을유

도할수있는소비자및시민단체활동(ex: 옴부

즈만제도의도입)의격려, 서비스질인증제도실

시를위한기반마련을통해개선할것을제언한

다. 특히민간의독립된전문평가인증기관의설치

와함께서구를중심으로발전해온거주자중심의

케어문화도입및적용을장려할필요가있다. 실

제최근수행된국내연구들에서도독립된평가인

증전담기구도입의필요성을주장하고있다(엄기

욱, 2008; 최은희, 2010; 이윤경․김세진, 2012).

이들은공통적으로효과적인서비스질관리를위

해서는평가기구의전문성및독립성확보가시급

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물론 민간 평가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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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기구 역시 시스템이 관료화될 위험, 일관된

인증기준 합의의 어려움 등의 한계가 존재한다

(Greenfield and Braithwaite, 2008). 그럼에도본

연구에서는국민건강보험공단의지나친권력독점

화현상을방지하고보다전문적이고효과적인평

가를 위해서는 독립적인 민간 평가인증전담기구

의설치가대안이될수있다고본다. 또한기존의

연구들이 장기요양서비스 질 관리체계를 분석함

에있어서시설의 ‘자발적노력’이라는요인을고

려하지 않은 것과 달리, 본 연구에서는 평가인증

제도의 발전과 함께 구축되어 온 시설의 자발적

노력까지종합적으로고려하고있다는점에서나

름의 의미가 있다고 본다.

한편한국과외국의사례를통해도출할수있

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모든 국가들의 서비스

질관리체계는규제와평가라는두가지축이상

호 작동하고 있었다. 각 국가별로 규제와 평가제

도가갖는상대적비중및중요성이그나라의서

비스질관리체계의구조를어느정도결정할수

있다는것은사실이다. 정부의규제강도가비교적

약한국가에서는체계적인평가인증제도및요양

시설의자발적노력으로서비스질관리체계가보

완되고(예: 미국, 호주), 반대로평가인증제도및

요양시설의 자발적 노력이 떨어지는 국가에서는

보다강력한정부규제를통해서비스질관리체계

를보완한다는것이다(예:영국, 일본). 이는이론

적 배경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노인요양시설의

서비스질향상을위해서규제와평가의상호보완

적이고 통합적인관계구축이필요하다는선행연구

(Wenrner and Konetzka, 2010)와동일한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결국노인요양시설의서비스질의지속적인관

리는규제혹은평가중어느한가지만으로달성

할수있는선택의문제가아님을시사한다. 외국

장기요양서비스 질 관리체계 동향에서 살펴보았

다시피, 정부규제 정책이나 평가제도만으로 성공

적인서비스질관리를유지하는국가는현실에서

존재할수없다. 정부실패에따른 ‘시장화및민영

화’와 시장실패에 따른 ‘정부규제 강화’는 국가가

처해있는상황에따라자연스럽게선택되는것이

다. 이를위해서는일정수준이상의규제와평가

가모두요구된다고볼수있다. 지속적인서비스

질개선을위해서는효과적인정부규제와평가인

증제도및노인요양시설의자발적인노력이상호

보완적 관계로 구축되어야 하는 것이다.

외국의 사례를보면, 각 국가들은그들의 역사

적경험과변화안에서자신의조건에가장잘맞

는요양서비스질관리모형을선택적으로시행하

고 있었다. 예를 들어 영국은 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사회적수요의변화에따라수년마다서비

스 질 관리체계를 적극적으로 수정 및 보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 역시 단기적으로는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집중되어 있는 시설평

가 및 감사기능을 분산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일정한 시행착오를 거치더라도 결국에는

규제와 평가가 상호보완적으로 작동하고 발현될

수있는합리적인모델을선택할수밖에없을것

이다.

마지막으로본연구는현재한국의장기요양서

비스질관리체계의문제점과개선방안을위한함

의를 도출하기 위해 실증조사를 통한 분석이 아

닌, 기존에 수행된 연구보고서 및 선행연구 등의

2차 자료에 의존하였다는 한계가 있음을 밝힌다.

이는 노인요양시설 현장 전문가, 서비스 이용자,

학계 전문가 등의 의견이 반영된 심층인터뷰 및

설문조사 등을 통해 추후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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