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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공동체에서 노후 생활 영위를 권고하는 정책이 등장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돌봄 비용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가족이 수행하는 복지 기능이 약화되고 돌

봄 노동에 대한 탈가족화가 지속되면서 돌봄 서비스에 국가 차원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한창 

진행 중이다. 2007년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은 공공 재원으로 돌봄

의 사회화를 실현시켜 가족 중심 돌봄 체계의 전환을 이끌어 낸 것으로 평가되며, 최근에는 욕구 맞

춤형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달체계 개편이 시도되고 있다. 

커뮤니티케어는 가능한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사회서비스 지원체계를 의

미한다. 이를 실현하고자 정부에서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서비스(커뮤니티케어) 기본계획(1단계: 노

인커뮤니티케어)’을 시행하며 2019년부터 선도사업을 실시 중이다. 서울시 버전의 커뮤니티케어인 

‘돌봄SOS센터’도 2019년 선행사업을 시작으로, 2020년 전 자치구에서 진행되고 있다. 사회적경제

는 현재진행형인 지역 기반의 돌봄 서비스 전달체계로의 변화에서 기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여

겨진다. 사회적경제가 지역 기반의 돌봄 서비스 제공 경험이 축적되어있고 수요자에 대한 이해를 바

탕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개발, 제공하는 데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에서의 강북구 사회적경제 역할을 모색하였다. 특히 코로나19

의 확산으로 돌봄사각지대의 해소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에, 지역 기반으로 활동하는 사회적경

제 조직이 뉴 노멀 시대의 대안으로 지역에서의 통합 돌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하였다. 

해외에서 이뤄지던 커뮤니티케어가 국내에서도 추진

커뮤니티케어는 돌봄 수요자의 자율권을 보장하고 욕구에 부합하는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지역사

회에서 제공하는 것이다. 커뮤니티케어가 태동한 영국에서는 1990년 국가보건서비스 및 커뮤니

티케어법(NHSCCA)을, 2014년 돌봄법을 제정하고, 지방정부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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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를 구매·관리하면서 주민들의 웰빙을 증진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NHSCCA 제정 이후 제

3섹터 영역도 사회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지면서 재가요양·돌봄 협동조합, 지역보건의 협동조합으

로 구성된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경제 조직이 본격적으로 커뮤니티케어에 참여하게 되었다. 프랑스

나 이탈리아 등 다른 유럽 국가에서도 사회적경제 조직에 의한 사회서비스 공급이 활발한데 이는 

복지 예산의 감소와 다양한 욕구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기 어려운 공공의 사정 때문으로 사회적경제

의 개입을 통해 공백을 해소하고 있다.

사회적경제 기업 활동은 크게 ‘취업 취약 계층의 노동시장에서의 직업적 통합’과 ‘사회서비스 및 

커뮤니티케어 서비스 제공’으로 정의된다. 사회서비스 제공주체가 공공에서 민간으로까지 확대되

면서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이 중요해지자 사회적 목적 달성을 추구하는 사회적경제가 활약할 수 있

는 기회가 증가하게 된 것이다. 국내에서도 보건복지부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서울시 돌봄SOS센터 

등이 커뮤니티케어 사업으로 진행되면서 사회적경제의 참여가 권장되고 있다.

서울시 돌봄SOS센터 사업에 사회적경제 참여 활발

2019년 서울시 돌봄SOS센터 시범사업을 운영한 자치구의 사례를 통해 돌봄 욕구가 있는 주민에게 

통합적으로 서비스가 제공되고, 이들이 거주하고 있는 곳에서 떠나지 않고도 상태가 개선되는 효과

가 확인되었다. 돌봄 욕구는 하나의 서비스로만 해소되기 쉽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는 것과 욕구 해소의 시급성·심각성이 소득·재산 기준보다 우선하는 원칙이 돌봄SOS센터

로 구현되고 있었다.

시범사업에 참여한 자치구 소재 사회적경제 조직과 이들의 협업 시스템이었던 ‘우리동네 나눔반장 

사업단’은 자치구 시범사업 실시 전 선행사업을 진행하고 민관 거버넌스에 참여하였다. 개별 사회적

경제 기업은 주로 일상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지역 맞춤형 특화서비스를 공급하는 역할

을 수행했다. 이는 사회적경제가 지역에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주요 자원이자 협업이 가

능한 파트너로 기능할 수 있으며,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을 이해하고, 사회적 가치를 우선으로 고려할 

수 있는 주체로 인식하게 만들었다. 지역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자치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은 

중간 매개체로, 서비스 수요와 공급의 적절한 매칭을 통해 사회적경제 영역에서의 효과적인 지원과 

연계를 가능하게 하였다. 사회적경제 조직이 변동이 잦은 서비스 물량을 모두 감당하거나 신속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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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대할 수 없을지라도, 지역 기반으로 자원을 연계하는 협업을 통해 공급 공백을 최소화하려는 노력

을 확인할 수 있었다.

통합 돌봄 전달체계에서의 사회적경제는 지역 맞춤형 사업 추진에 활용 가능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실현의 관점에서 보면, 사적 영역이었던 돌봄이 공적인 문제가 되었고 공공

을 포함한 공동체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정이 커뮤니티케어로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지역사회의 사회서비스 수요를 발굴하는 주체로 공공이 책임을 다해야 하며,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 같이 시군구 단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작은 사업들이 계속 기획될 필요가 존재한다. 이 때 새

로운 서비스 제공을 구상하거나 점차 확대되는 사회서비스 제공 범위를 보완하기 위한 파트너로의 

지역 기반 조직이 필요하고 사회적경제는 이를 위한 대안이 될 수 있다. 물론 지역의 사회적경제는 

공공성을 지니고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하며, 동시에 지역사회의 신뢰를 쌓기 위한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

사회적경제가 지역 통합 돌봄 전달체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은, 우선 기회의 확보에 

있다. 지역사회 통합 돌봄 사업에 지속 참여하면서 돌봄 공급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고, 서비스가 

필요했던 주민들에게 다양한 방식의 홍보를 통해 돌봄 수요를 발굴한다면 지역 복지자원의 확충이 

필요해질 것이다. 이 때 지역 사회적경제는 지역의 새로운 복지자원으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

업 등 지역 맞춤형 사업에 활용·협력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협업과 연대를 위해 구성된 

민간 돌봄 네트워크처럼 공공에서도 관련 부서 간 협업은 한정된 자원으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

는 방법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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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   저출산·고령화는 한국 사회가 당면한 사회적 문제임. 이는 돌봄과 가사 노동 등 가족이 수행하

는 복지 기능의 약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

- 특히 두 번의 경제위기를 겪으며 나타난 급격한 고용환경의 변화는 실업 증가 및 가계 부채 

증대를 불러옴. 이로 인한 가족 갈등의 심화는 1차적 보호 주체인 가족 중심의 돌봄 체계를 

무너트려 더 이상 돌봄의 책임을 가족의 문제로 여길 수 없게 되었음

○   생산가능인구의 비율이 급속히 줄어드는 ‘인구절벽’에 직면하면서 총부양비(생산가능인구 1백 

명당 부양인구수)가 2019년 39.4명에서 2026년에는 49.2명으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 

또한 향후 10년 이내에 생산가능인구 2명이 1명의 노인을 부양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나 돌봄 

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계속 증가하고 있음(서울특별시, 2017)1)

- 가족구조의 변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 부양 의무에 대한 인식 약화는 보육이나 장기

요양 같은 돌봄 노동에 대한 탈가족화를 가속화함

○   돌봄 서비스에 국가 차원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논의는 현재진행형임

- 2007년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도입은 공공 재원으로 돌봄

의 사회화를 실현시켜 기존의 가족 중심 돌봄 체계의 전환을 이끌어 냄. 이렇게 양적으로 확대

된 돌봄 서비스로 인해 간병 살인, 사회적 입원2)  등의 사회 문제가 일부 해소된 것으로 여겨짐

1)   강북구의 총부양비는 2020년 기준 27.2명으로 서울시 평균(20.8명)보다 높은 편이며, 2033년에는 51.5명으로 추계됨

2)   가정 내에서의 일상적 돌봄이 어려워 치료가 목적이 아님에도 병원이나 시설에 머무르는 현상(이진희 외, 2019: 29)

연구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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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요양보험제도로 요양시설 중심의 노인 돌봄이 제공되면서 가족의 돌봄 부담은 완화되었

으나 시설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품질에 대해서는 논란이 존재함. 또한 시설 돌봄이 일반화되

면서 의료적 돌봄의 필요가 크지 않은 노인들이 병원이나 요양시설에 머무르게 되어 사회보

험 비용의 증가, 획일화된 서비스 제공, 노인학대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공급기관별·사

업별로 분절적으로 제공되는 지역 중심 재가 서비스는 중복지원이나 복지사각지대를 발생시

킨다는 문제도 제기됨

○   최근 돌봄이 필요한 취약 계층의 개별 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전달체

계 개편이 시도되고 있음

- 정부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국정전략으로 설정하고 소득보장 및 건강·의료보장에 대한 보편적 

복지서비스 제공을 추진하고 있음. 이에 ‘지역사회 통합 돌봄서비스(커뮤니티케어) 기본계획

(1단계: 노인커뮤니티케어)’이 수립되었고 서비스 체계 정착을 위해 2019년 6월부터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노숙인을 대상으로 전국 16개 지자체에서 선도사업이 실시 중임

- 서울시도 민관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통합 돌봄 생태계를 조성하고 돌봄 서비스의 질적 변화

를 달성하기 위해 ‘돌봄SOS센터’라는 서울형 지역사회 통합 돌봄 모델을 구축하였음. 2019

년 5개 자치구 선행사업을 시작으로 2020년 현재 25개 전 자치구에서 추진 중임

○   돌봄 서비스는 비영리 부문에서 대표적으로 제공하는 사회서비스임. 돌봄의 사회화는 국가 복

지의 보충적 개입을 필요로 하면서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에서 비영리 부문의 역할을 요구하게 

되었음(강혜규 외, 2007). 그러나 일상생활에 대한 돌봄 수요는 서비스 대상자의 특성에 맞춤형

으로 제공하기에는 표준화된 서비스 체계 내에서 한계가 있고 따라서 수요자 중심의 돌봄 욕구

에 대처하기 힘든 것이 현실임

○   그렇기 때문에 제3섹터 범주 안에서 사회적경제의 역할이 주목받고 있음. 사회적경제는 지역 

기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 경험을 축적하고 있고, 수요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맞춤형 서비

스를 개발하고 제공하는 것에 유리할 수 있기 때문임

- 정부는 2017년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며 사회적경제 진출 파급효과가 큰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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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하나로 사회서비스 분야를 내세움. 사회서비스 분야는 고용흡수력이 높기 때문에 사회적

경제 기업이 취약 계층을 서비스 공급자로 고용해 일자리 창출을 가능하게 하고, 고용된 종사

자들은 서비스 수요자에 대한 이해가 높아 기존 공급자보다 적절한 이용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새로운 서비스 개발에도 적극적일 수 있다는 것임(일자리위원회 외, 2017)

- 많은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이미 지역 기반으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업 활동으로 창출

한 이익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환원하고 있음. 지역 사회적경제 조직이 돌봄 서비스 제공자로

의 역할을 한다면 지역의 지속가능한 돌봄 공급 체계 정착과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에도 기여

할 수 있을 것임

2) 연구의 목적

○   연구의 목적은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케어) 체계에서의 사회적경제의 역할과 관련함. 사

회적경제 조직은 일반적으로 상업적 목표보다 사회적 가치를 우선적으로 추구하고 연대와 협력

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적합하다고 여겨짐. 유럽 등에서 사회적경제 

조직이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례를 찾아볼 수 있음

- 사회적경제라는 용어를 최초로 사용한 프랑스의 경우, 사회적경제에서 사회서비스 업종이 차

지하는 부분이 크고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일하는 사회적경제 조직 종사자가 전체의 62.9%

에 이름. 이탈리아도 지방 정부의 사회서비스 공급자로 공익적 성격을 지닌 사회적 협동조합

이 등장하면서, 북부에 위치한 에밀리아 로마냐(Emilia Romagna)주의 경우 돌봄 서비스의 

50% 이상을 사회적협동조합이 제공하고 있음(노대명 외, 2017)

○   2019년 말 중국 우한에서 발병한 이후로 전 세계적인 유행병(pandemic)이 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Covid-19, 이하 코로나19)의 확산은 인류가 지금까지 누려왔던 생활 방식을 더 이

상 가능하지 않게 만듦. 

- 일례로 대면 접촉이 어려워지면서 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서비스가 급격히 증가하게 됨. 그

러나 온라인을 활용한 소통의 증대는 저소득층, 노년층, 장애인, 이주민 등 지역사회 구성원 

일부에게 빈곤과 고위험에 노출되는 사례로 이어짐. 이들은 정확한 정보를 접하는 것에 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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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으며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일을 쉬게 될 때 당장의 생계가 곤란해 지는 경우도 있었

음. 또한 질병 예방을 위한 마스크 등 보건용품 확보가 어렵거나, 이들이 단체로 생활하는 요

양시설 등이 집단감염의 위험에 노출되기도 하였음

○   그래서 코로나19 이후의 시대에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의 중요성이 강조됨. 지역 주민을 고용해

지역에서 활동하는 사회적경제 조직이 코로나19로 갑자기 닥친 뉴 노멀(new normal, 새로운 

규범) 시대에 지역에서 돌봄을 제공하는 대안일 수 있음.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 및 사회적경제 관련 정책 환경과 국내외 사례를 살펴보고 사회적경제가 지역사회 통합 돌

봄에 기여할 수 있는 역할을 찾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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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내용의 구성

○   현재 초기 단계가 진행 중인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케어)에서 강북구 사회적경제의 역할

을 모색한다는 목적에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됨

- I장에서는 연구 배경과 목적, 내용 및 연구방법에 대해 제시함

- II장에서는 커뮤니티케어와 사회적경제의 개념, 등장배경 등에 대한 선행연구를 검토함

- III장에서는 커뮤니티케어와 사회적경제 관련 국내외 사례를 살펴보았음. 해외 사례로는 영국

의 커뮤니티케어의 추진방식과 사회적경제와의 연계를, 국내 사례로는 보건복지부와 서울시

에서 추진 중인 커뮤니티케어에 대해 서술함

- IV장에서는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커뮤니티케어 사업인 ‘돌봄SOS센터’ 분석을 통해 사업 추

진경과와 사회적경제 조직의 참여 수준 등을 확인하고 이를 정리하였음

- V장에서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케어)에서의 강북구 사회적경제의 역할을 제시하고

향후 과제를 논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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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방법

○   본 연구는 커뮤니티케어와 사회적경제에 대한 국내외 선행연구를 검토하는 문헌조사에서 시작

하고 있음. 커뮤니티케어와 사회적경제 모두 기존 제도의 대안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국내로 도

입되었기 때문에 각각의 개념과 등장배경 등을 먼저 이해하고자 함. 국외 사례로는 영국의 커뮤

니티케어와 사회적경제 사례를, 국내 사례로는 보건복지부와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커뮤니티케

어를 국내외 연구보고서, 정책 자료, 언론 기사와 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검토하였음

- 커뮤니티케어에서의 사회적경제 역할에 대한 선행 연구가 많지 않고 국내에서는 2018년부터

커뮤니티케어 관련 시범사업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 참고할 만한 충분한 연구 자

료가 축적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미리 밝힘 

○   또한 서울시 돌봄SOS센터 사업 내용 분석을 위해 2019년 시범사업 참여 자치구 돌봄SOS 담당

자 대상 심층 인터뷰 및 사례집 문서 분석을 진행하였음. 서울시 돌봄SOS센터가 당초 계획과 

달리 2020년 서울시 전 자치구에서 진행되면서, 2021년 시범사업 예정이었던 강북구도 2020

년 9월 현재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이는 시범 자치구 추진 사례 및 강북구 사회적경제가 보유

한 자원과 역량을 확인한 후 지역에서 사회적경제가 수행할 역할과 참여방안을 모색하려던 원

래의 연구 계획과 달리, 사회적경제 조직이 이미 서비스 공급기관으로 참여하게 되면서 역량 점

검 등 일부 내용을 조정하게 되었음. 대신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커뮤니티케어를 접목, 실현하고 

있는 전문가 자문을 진행하여 돌봄 분야에서 보다 지속가능한 방향으로의 강북구 사회적경제의 

역할을 모색하고자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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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커뮤니티케어의 이해

1) 지역사회 계속거주

○   지역사회 계속거주(AIP, Aging in Place)는 인구고령화를 사회 문제로 간주하던 기존의 시각

에서 벗어나 노화를 자연스러운 신체적 현상으로 받아들이고 대응하기 위한 담론(Rowles, 

1993; Wiles et al., 2012)으로, 커뮤니티케어(Community Care)의 이론적 근간이 되는 개념임

- 이는 노인의 거주 방식에 대해 ‘누가 돌볼 것인가’에서 ‘어디에서 돌볼 것인가?’로 담론이 전환

된 것임. AIP는 노인에게 정주공간 이상의 의미를 가지는 주거지와 지역에서 사회적 제약을 받

지 않고 사는 것을 목표로 함. 즉, 노인이 가능하면 시설보다 자신에게 익숙한 곳에서 일생을 

마칠 때까지 생활하는 것을 뜻함

- AIP의 개념은 1982년 UN 비엔나 국제 고령화 행동계획(VIPAA, Vienna International Plan 

of Action on Ageing)에서 등장하였음. 이 계획에서는 돌봄과 주거의 공간적 범위에 대해 지

역사회 중심으로 노인복지 정책을 추진할 것을 권고하였음(UN, 1983). 2002년 UN 고령화에 

관한 마드리드 국제행동계획(MIPAA, Madrid International Plan of Action on Ageing)에

서 Ageing3) in Place라는 용어를 직접 사용하였고 지역 공동체에서 노인이 노후 생활을 영위

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할 것을 권고하였음(UN, 2002)

- 일반적으로 노인들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신이 살아온 주거지에 대한 애착이 강해지는데 이는

노인들이 청장년층에 비해 주거환경의 변화에 대한 적응력이 떨어지고 이전소득으로 생계를 꾸

려나가는 특성에서 오는 것으로 여겨짐. 자신에게 익숙한 지역에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거주하려는 욕구는 나이가 들수록 커지게 된다는 것임. 국가의 입장에서는 노인이 생활시설에 

입소하면서 발생하는 돌봄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AIP 관점에서의 정책 추진을 고려하게 되었음

3)   ‘노화’의 뜻을 가진 Aging, Ageing은 미국식 및 영국식 영어의 표기 방식의 차이로 의미는 동일함. 본 연구에서는 Aging으로 사용함

이론적 배경



11

○   이와 관련하여 지역사회보호의 의미에서 등장한 커뮤니티케어(community care)는 탈시설화 개

념과 동일한 맥락에서 돌봄이 필요한 노인의 자율권을 보장하며, 욕구에 부합하는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병원과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제공하는 것을 뜻함 

- 보건복지부는 커뮤니티케어를 ‘돌봄이 필요한 주민들이 ① 자기 집이나 그룹홈 등 지역사회

(community)에 거주하면서 ②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복지급여와 서비스를 누리고 ③ 지역

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독립생활의 지원이 통합적

으로 확보되는 지역주도형 사회서비스 정책’으로 정의하고 있음(보건복지부 커뮤니티케어 추

진단, 2018)

2) 커뮤니티케어의 역사적 변천과정

○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의 방향성을 의미하는 커뮤니티케어는 사회서비스 영역의 정책목표로 일

관되게 추진됨. 커뮤니티케어는 복지 다원주의(welfare pluralism)4)  맥락에서 ‘자신이 살던 지

역에서 노후를 보낸다’는 취지에 부합하고 대상자의 욕구에 유연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표적인 사회서비스 정책 모델로 강조되고 있음(공선희, 2015)

○   커뮤니티케어 정책의 등장과 추진과정은 1990년 국민보건서비스 및 커뮤니티케어법(NHSCCA

을 제정한 영국에서 찾을 수 있음. 영국은 커뮤니티케어법의 제정으로 노인을 포함한 18세 이

상의 성인에 대한 돌봄 서비스 집행체계와 내용을 규정하였음. 제도로서의 커뮤니티케어는 노

령, 발달장애, 신체장애, 감각장애, 정신질환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지원, 서비스를 제

공하는 것이며 실행의 관점에서는 지방정부에 의해 제공되거나 조정된 돌봄으로 정의됨(김용득, 

2019)

- 커뮤니티케어의 제도적 기원은 탈시설화와 불가분의 관계로, 영국의 구빈법(Poor Law)에

의한 빈민구호시설 평가에서 찾을 수 있음. 당시 교구 단위 빈민구호시설이었던 빈민원(poor 

house)은 사회적 약자에게 제공되던 공적 사회서비스였으나, 일반 시민들과의 격리된 환경

4)   복지의 제공에서 국가의 역할을 시장, 가족, 이웃 등의 다양한 비공식부문으로 대체하고, 선택과 경쟁을 통한 시장화 및 상업화를 의미
      (사득환,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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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의미하게 되면서 시설 수용에서 나타난 다양한 문제가 지역사회보호라는 새로운 접근의 

단초가 되었음

- 영국에서 커뮤니티케어라는 용어가 공식적으로 등장한 문서는 1957년 정신병과 정신장애에

대한 왕립법률위원회 보고서로 병원에서 커뮤니티케어로의 전환을 권고하는 내용을 핵심으

로 하고 있음(오정수, 1994). 이후 병원과 시설에서 억압된 생활을 하는 장애인의 생활상이 

알려지면서 1959년 정신보건법(The Mental Health Act)이 제정되고 이들에 대한 지역사회 

보호를 고려할 수 있는 정책 기반이 조성되었음

○   이후 영국 정부는 탈시설화와 함께 지역사회 중심의 사회서비스 재편과정을 이어감. 의료시설

에서의 돌봄에서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돌봄으로 이행되는 과정은 1970년 지방정부사회서

비스법(Local Authority Social Service Act)을 통해 지방정부의 책임을 강조하면서 가속화

됨. 당시 영국은 경제위기를 겪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서비스 분야만 매년 10% 이상 

증액하면서 지역사회 중심 사회서비스는 영국복지체계의 한축으로 자리 잡음(김보영, 2018). 

1980년대 들어서야 사회서비스의 공공지출을 축소하기 위해 재정과 돌봄의 책임을 국민보건

서비스(NHS, National Health Service)를 담당하는 보건 당국에서 지방정부와 민간조직으로 

이관하면서 지역 차원의 탈 중앙집권화 정책을 추진하게 됨

○   1990년에는 취약 계층의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집행 방식과 체계의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보

건서비스 및 커뮤니티케어법(NHSCCA, National Health Service and Community Care 

Act)이 제정되면서 시설보호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 지역사회 중심의 케어매니지먼트 시스템으

로 재편하는 직접적 계기가 되었음(전용호, 2012)

○   2012년과 2014년에 제정된 보건의료 및 돌봄서비스법(Health and Social Care Act)과 돌봄

법(Care Act)은 그동안 지적됐던 보건의료와 사회서비스의 분절적 문제를 해소하고 통합적인 거

버넌스를 구축하는 계기가 되었음. 이를 기반으로 현재 영국의 보건 및 복지서비스는 보건·사회

돌봄부(Department of Health and Social Care)에서 담당하며, 보건 영역은 NHS가, 돌봄 영

역인 커뮤니티케어 중 성인 대상 돌봄 서비스는 지방정부 소속 사회서비스국(Social Services 

Department) 또는 성인돌봄국(Adult Social Care)을 통해 운영되고 있음(김용득,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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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커뮤니티케어의 의미 변천 과정

시기 시대적 상황 의미 관련 법률 및 보고서

1940년대
작업장의 폐쇄와 1947년의 
시봄라운트리 보고서

작업장이나 장기 병동에서의 
장기 거주 케어에 대한 대안
자원조직에 대한 재정지원

국민보험법·
국민건강서비스법(1946)
국민부조법(1948)

1950년대

정신질환자 지역사회보호로 
전환과 1957년의 정신질환과 
정신지체 관련 법률 검토를 
위한 왕립위원회의 활동

장기입원의 대안으로서 
지방정부에 의한 서비스 공급의 
확대

보우처 보고서(1957)
정신보건법(1959)

1960년대
1970년대

정신질환자를 위한 장기병동 
폐쇄와 장기 거주 시설에 대한 
비판

장기 거주 병원 케어를 대체하기 
위하여 개발된 서비스 시설들의 
방향성 지칭

국민부조법 개정(1962)
시봄보고서(1968)
건강서비스 및 국민건강법(1968)
지방정부사회서비스법(1970)

1980년대
보수당 정부의 지역사회에 의한 
보호에 대한 강조

지방정부가 아닌 가족에 의한 
보호와 이웃과 민간 비영리 사회
복지기관에 의한 지원을 강조

그리피스 보고서(1988)

1990년대
NHSCCA의 제정으로 준 
시장방식에 의한 서비스 
체계로의 개편

지방정부 사회서비스국에 의해 
제공되거나 조정된 케어 서비스를 
지칭

국민보건서비스·커뮤니티케어법  
(1990)
현대화백서(1997)

2000년대
신노동당 집권 사회서비스에 
대한 이용자 선택 추진

사회서비스 현금지급 제도 도입 및 
서비스 품질관리의 강화

돌봄표준법(2000)

2010년대
보수당-자민당 연립정부의 
긴축재정

복지제도 공공지출 축소
지방정부 예산 삭감

보건의료 및 사회적돌봄법
(2012)
돌봄법(2014)

자료: Lewis, J. and H. Glennerster(1996); 김용득(2005) 재인용, 공선희(2015), 김형용(2018)

2) 커뮤니티케어의 특징

○   한국의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체계는 역사적 경로의존성을 띄고 있음. 1세대 사회복지서비스는

생활시설 원조 방식의 공급체계, 2세대는 민간 위탁 방식 공급체계, 3세대는 시장화(바우처, 장

기요양보험) 공급체계로 구분되어 발전하였음(김영종, 2012)

- 특히 돌봄 서비스 영역은 공급주체가 사회복지법인, 개인 영리시설, 지역사회 공급자들로 혼

재되어 있어 동일한 돌봄 서비스라도 대상자나 서비스별로 전달체계가 나눠져 있음

○   따라서 사회보장수급권에 근거한 적절한 돌봄 서비스를 공공 주도로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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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수 있는 전달체계의 개편이 요구되었고,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의 보편성과 공공성 강화 측면

에서 커뮤니티케어는 포용적 복지의 핵심 정책이라고 할 수 있음

○   커뮤니티케어는 거주를 위한 본질적 특성의 의미를 가지는 커뮤니티(community)와 보호의 의

미를 가지는 케어(care)의 합성어로 [표 2-2]와 같이 의미를 나눌 수 있음

- 즉, ① 서구사회의 보건복지서비스의 단계별 혁신과정을 토대로 탈시설화의 의미를 가지는 

공간으로서의 지역사회(in the community), ② 분권화의 의미를 갖는 지방정부로 권한 이

양(decentralization), ③ 민관협력을 의미하는 다양한 주체의 참여를 강조하는 지역사회(by 

the community)로 구분함

- 케어는 일상생활 지원, 의료적 지원, 사회복지서비스 활동의 의미로 각각의 영역이 독립적으

로 사용되기보다 포괄적으로 다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임(김용득, 2018)

[표 2-2] 커뮤니티케어의 의미

  케어 
        커뮤니티 공간으로서의 지역사회

(in the community)
지방으로 권한 이양
(decentralization)

주체로서의 지역사회
(by the community)

돌봄, 수발 지역사회 돌봄 돌봄의 분권화 지역사회의 돌봄 참여

치료, 간호 지역사회 치료 의료의 분권화 치료적인 지역사회

관심, 지원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복지서비스의 분권화 지지적인 지역사회

자료: 김용득(2018)

○   커뮤니티케어는 공통적으로 복지전달체계의 한 유형으로서 가능한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사회서비스 지원체계의 의미를 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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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적경제의 이해

1) 개념과 역사

○   2017년 대한민국 정부에서 발표한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에서는 사회적경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음

- 사회적경제는 ‘구성원간 협력과 자조를 바탕으로 재화 및 용역의 생산·판매를 통해 사회적 가

치를 창출하는 민간의 모든 경제적 활동’임(일자리위원회 외, 2017: 3)

- 이는 사회적경제가 협력과 연대를 바탕으로 경제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 주민들을 위한 가치

를 창출함을 의미함

○   따라서 사회적경제 기업은 이윤 추구보다 회원과 지역사회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 자주적인 운

영, 민주적인 의사결정 구조, 자산보다 사람과 노동에 우선하는 이익 분배를 추구하는 경제활동

을 하는 조직들이어야 함(Defourny, Develtere & Fonteneau, 2000)

- 사회적경제 조직의 경제활동으로 창출되는 이익은 소유권자나 관리자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닌 

전체 구성원이나 지역사회에 쓰여짐. 사회적경제 조직은 사회로 환원되는 목적을 위해 활동하

는 조직이기 때문에 주주 배당 등의 의무가 없고, 조직 구성원과 사용자, 자원봉사자, 지역사회 

파트너 등이 이해관계자들이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조직의 의사결정을 하며, 기업 활동에 기

부금이나 자원봉사 같은 비상업적 자원이 사용되기 때문에 명칭에 ‘사회적’이 붙는다는 것임

(Defourny & Nyssens, 2006)

○   사회적경제에 준하는 초기 조직은 영국에서 먼저 형성되었으나 사회적경제라는 용어가 처음 사

용된 것은 19세기 중반 프랑스임. 산업혁명으로 촉발된 초기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으로 사회적

경제에 대한 개념이 나타나기 시작함

- 1830년 뒤누와이에(C.Dunoyer)를 시작으로 지드(C.Gide), 왈라스(L.Walras) 등에 의해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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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경제에 대한 개념이 체계화되었음(김신양, 2011; 김현희, 2013; 이옥연, 2016). 노동현장에

서도 협동조합, 상호조합, 결사체 같은 사회적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조직들이 등장하였는데 이

는 산업사회의 급격한 발전으로 발생한 노동자 계급의 처우 문제를 자조적으로 해결하고자 하

는 움직임으로 볼 수 있음(임성은 외, 2018)

○   이후 사회적경제가 다시 전면으로 등장하게 된 것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국가 주도로 확대되

었던 사회복지 서비스가 1970년대 말 발생한 경제위기로 인해 축소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임. 경

제 위기로 인한 복지국가의 감소와 실업 대란은 장기 실업, 삶의 질 저하, 사회적 배제 같은 문제

를 발생시켰음. 이때, 사회적경제는 국가가 공급하기 어려워진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사람들

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여겨졌음(Defourny, Develtere & 

Fonteneau, 2000; 신명호, 2014; 주성수, 2018). 

○   즉, 19세기의 사회적경제가 산업화와 시장경제의 발전으로 급격히 증가한 사회적 위험에 대처하

기 위한 대응전략이었다면 20세기 후반의 사회적경제는 세계적인 경기 둔화로 발생하는 실업과 

복지예산 감축에 대응하는 방법이었던 것임(장원봉, 2010: 43)

- 프랑스와 벨기에 정부는 1980년대 초부터 정부 정책으로 사회적경제를 논의하였음

- 1980년대 말 유럽연합(EU)은 사회적경제에 대해 사회·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으로

의 전략적인 접근을 시도하였고, 1989년 사회적경제 전담 부서를 설치해 사회적경제의 개념

을 정의함. 2002년에는 협동조합·공제조합·결사체·재단 유럽상설회의(CEP-CMAF)5)에서 사

회적경제 헌장(Charter of Principles of the Social Economy)을 공포함(엄형식, 2008; 이옥

연, 2016; 장원봉, 2007)

- 2009년 유럽의 사회적경제는 유럽 전체 사업체의 10%, 고용인원의 6%에 달하는 수준이 되었

고, 유럽연합 의회에서는 사회적경제 결의문(European Parliament resolution of 19 

February 2009 on Social Economy)을 채택함

○   국내에서는 20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등장하면서 사회적경제 조직을 발굴하고 육성할 수 있

5)   2008년 ‘사회적경제 유럽(Social Economy Europe)’으로 변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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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법적 기반이 확립됨

- 육성법 제정 전부터 사회적경제 형태의 조직은 존재하였음. 1996년 보건복지부 자활사업이 시

작되면서, 이전까지 빈민운동을 하던 민간 조직들의 활동이 실직자 스스로의 생산공동체를 설

립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됨. 1997년 외환위기로 대량 발생한 실업 대책으로의 공공근로 사

업,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은 자활지원사업이 제도화되고 사회적경제를 지향하

는 조직들이 사업 기반을 확장하게 만들었음. 2003년 정부가 저소득층의 사회서비스 제공 및 

실업 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해 도입한 사회적일자리 사업은 사회적기업의 제도적 기반 구축을 

위한 법 제정을 촉진하게 됨

- 20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정 이후, 2010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

한 마을기업, 2012년 협동조합기본법6)에 따른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 국민기초 생활보

장법 개정에 따른 자활기업 등 4개 부문의 사회적경제 기업이 법적으로 정의되었음(한국사회

적기업진흥원, 2019; 노대명, 2017). 사회적경제 기업은 제도적 기반 조성 이후 꾸준한 양적 

성장을 보여주고 있으나 전(全)산업에서 차지하는 전체적인 고용 비중이나 매출 규모에서 여전

히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7)

- 정부는 2017년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사회적경제가 시장경제의 효율성을 살리

며 포용성장을 이끌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힘

○   제19대 국회에서부터 제안되고 있는 사회적경제 기본법은 개별법으로 흩어진 사회적경제 조직

들의 개념을 정의하고 통합적인 정책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사회적경제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

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음

○   사회적경제 기본법과 더불어 사회적경제 3법 중의 하나로 통하는 사회적가치법은 2020년 5월 

30일 개원한 제21대 국회 1호 법안(의안번호 2100001)으로 발의되었음8)

6)   협동조합 기본법 제4조(법인격과 주소)에서는 협동조합을 법인, 사회적협동조합을 비영리법인으로 명시하고 있음

7)   2018년 기준 서울시 사회적경제 지역고용 기여도는 0.64%, 매출액 비중은 서울시 GRDP의 0.67% 수준임(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2019)

8)   사회적경제 3법은 사회적경제 기본법(2014년 최초 발의), 공공기관의 사회적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2014년 최초 발의), 사회적경제 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2013년 최초 발의)을 지칭하는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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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서비스 공급주체로서의 사회적 경제

○   사회적경제 기업의 활동은 크게 노동 통합(work integration)과 사회서비스 및 커뮤니티케

어 서비스 제공(social and community care service provision)으로 나눌 수 있음(Borzaga & 

Defourny, 2001)

- 취약 계층을 고용하고 교육·훈련을 실시해 향후 이들이 일반 고용시장에서도 일자리를 구할 

수 있게 지원하는 것이 노동통합이라고 한다면, 사회서비스 및 커뮤니티케어 서비스 제공은 복

지 사각지대에 위치한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임

- 사회적경제 방식의 사회서비스 공급은 윤리적인 측면 및 서비스 품질과 관련하여 비교우위를 

지님. 국가가 사회서비스를 민영화하는 과정에서 유입된 민간 영리 사업자가 수익을 위해 가격 

인상 및 품질을 저하시키게 될 때, 비용 상승을 감당할 수 없는 취약 계층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됨. 한편 사회적경제 기업의 특징인 이윤 분배에 대한 제한은 서비스 제공자의 이익에 대

한 통제로 작용하여 상대적으로 사회적경제 조직이 제공하는 사회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가격

이나 품질적인 면에서 유리할 수 있음. 서비스 생산자와 구매자 사이에 나타나는 정보의 비대칭

은 가격에 의해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하는 ‘시장실패’ 현상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사

회적경제는 이러한 점에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임(노대명 외, 2007; 장원봉, 2010; 장종익 외, 

2017)

- 또한 사회적경제 기업이 사회서비스를 공급할 때 사회적자본(social capital)9)의 형성을 기대

할 수 있음. 도시재생 및 마을공동체 사업은 도시재생기업(CRC, Community Regeneration 

Corporation) 같은 지역 기반 사회적경제 기업의 출현과 육성을 지원하는데 이들은 지역에서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사회적자본을 구축하면서 목적 사업을 수행할 수 있음(노대명 외, 2017)

○   사회서비스는 시민의 보편적인 기본권 실현이라는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으로 공공성을 지녀야 

되는데, 사회적경제는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을 실현하는 주체로 여겨지고 있음

- 국가는 사회적 배제를 해소하여 사회 통합을 달성하고 한정된 자원의 효과적인 분배를 위해서

9)   사회의 구성원인 개인이 사회적 관계를 통해 자신과 공동체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능력(박준 외,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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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이용자의 욕구를 해소하는 사회서비스 제공을 중요하게 여김. 국가가 제공하던 사회서비스

가 민간 주체에게까지 확대되면서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은 더는 국가만이 아닌 민간의 공급 주

체에게도 해당하게 되었음

- 사회서비스는 대인 서비스로 사람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공급되기 때문에 신뢰, 권력관계 등이 

서비스 과정에서 생길 수밖에 없음(양성욱·노연희, 2012). 사회서비스 공급 주체의 확장으로 

공공성의 축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영리보다 사회적 목적 달성을 추구하는 사회적경

제가 주목받게 된 것임

○   유럽에서는 사회적경제 조직에 의한 사회서비스 공급이 활발함. 이는 경제 위기로 인한 예산 감

소가 가져온 복지국가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공공이 제공하는 복지의 한계와 사회적 배제에 

대응하는 전략을 사회적경제 기업이 펼치고 있기 때문임(이해진·김철규, 2014)

- 사회적경제가 가장 먼저 법제화 된 프랑스는 사회서비스의 공급자로 사회적경제 조직을 선호

함. 이유는 높은 비용과 욕구의 다양성을 반영하기 어려운 공공의 시스템과 비교해 사회적경제 

조직이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기 때문임(노대명 외, 2017)

- 이탈리아의 경우에도 1970년대 공공에서 제공하던 복지 서비스가 축소되어 사회경제

적 문제가 확산되면서 이를 사회적경제 방식으로 대응하기 위해 사회적협동조합(social co-

operatives)이 나타남. 이탈리아의 사회적협동조합은 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별 연

계 및 컨소시엄의 형태로 조직을 구성하여 규모의 경제를 누리기도 함10)

○   국내에서도 사회적기업은 취약 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11)임. 또한 사회적기업이 공급하는 사회서비스는 교육, 보건, 사회복지, 환

경 및 문화 분야의 서비스 등이라고 정하고 있음

10)   개별 협동조합에 직업훈련 및 기술관리 지원 서비스 제공, 조합의 이익 대변 등의 기능을 함(김봉철, 2018)

11)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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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 개요 및 정책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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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외 추진동향

1) 영국의 지역사회 통합 돌봄

(1) 커뮤니티케어법과 돌봄법

○   영국의 커뮤니티케어는 국가가 서비스 품질 관리 등 돌봄의 책임을 지니되, 지역사회의 적극적

인 참여를 유도하고 대규모 시설이 아닌 보편적인 거주공간을 보장하면서, 서비스 이용자와 보

호자가 주체적으로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서비스 선택권을 가지는 개인화(personalisation)

와 자기주도지원(self-directed support) 기반을 구축하였다고 평가됨(김승연 외, 2018: 64)

○   지역사회에서의 사회서비스 제공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던 영국에서는 1990년 국민보건서비스

및 커뮤니티케어법(NHSCCA)이 제정되면서 지방정부의 사회서비스국이 서비스를 직접 제공

하는 것에서 서비스를 구매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정리되었음(박정선, 2018)

- 이전의 법률이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가에 대한 것이었다면 NHSCCA는 어떻게 전달

되어야 하는지를 정의함(Tunnicliffe, Coyle and More, 1993)

○   이후 커뮤니티케어 관련 새로운 제도들이 계속 도입되면서 영국의 커뮤니티케어는 이용자의 선

택을 강화하고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품질관리를 보완하고자 하였음

- 커뮤니티케어(직접 지불제도)법(Community Care (Direct Payment) Act 1996)은 이용자

가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서비스 구매 비용을 직접 수령하기를 원하

는 장애인 단체의 요구에 응답하여, 현금으로 서비스 이용금액을 지급하게 한 법임

- 보건과 사회적 돌봄법(돌봄 표준)(Health and Social Care (Community Health and 

국내외 추진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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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ndards) Act 2003)은 민간 부문의 공급자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서비스 수요자들이 정보 

부족으로 인해 안정적인 서비스 선택과 이용에 차질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된 법

임. 이를 통해 국가돌봄기준위원회(NCSC, National Care Standards Commission)가 설치

되어 아동과 성인 대상 서비스 품질을 관리함

○   2014년 제정된 돌봄법(Care Act 2014)은 영국의 돌봄 관련 법안을 정비해 하나의 법으로 통합

한 것임

- 돌봄법에서는 지방정부의 의무를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에서 주민들의 웰빙을 증진하는 것으

로 새롭게 규정함. 웰빙의 범위에는 서비스 이용자뿐만 아니라 보호자(carer)까지 포함하였

으며 돌봄 욕구에 대응하기 위한 예방서비스에 대한 지원을 강조하였음. 또한 돌봄 욕구가 높

아지지 않도록 지역사회의 자산을 적극 활용하게 하여 재정 축소로 지방정부가 제공하지 못

하는 서비스가 발생하는 상황을 예방하도록 함

- 국가는 돌봄의 책임을 맡으면서도 지역사회가 돌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

고 서비스 이용자와 보호자의 주체성을 강화해 자기주도적인 선택을 가능하게 하였음(김승

연 외, 2018)

○   그러나 커뮤니티케어 관련 예산의 지속적인 감소는 돌봄 서비스의 편차를 불러왔고 이는 지역

사회의 다양한 민간 조직과의 협업을 필요로 하게 됨

- 예산 감소는 서비스 이용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게 만들어 중증 이상의 이용자들에게 돌봄 서

비스가 집중되는 현상으로 이어짐. 지방정부 간의 서비스 제공 편차도 돌봄의 공급과 수요 사

이에 격차를 발생시켜 서비스 비용의 상승을 불러옴(공선희, 2015; 글렌디닝, 2018). 또한 준

시장화 시행 등 변화된 커뮤니티케어의 추진방식 때문에 양적으로 증가한 민간 조직이 서비

스 공급을 주도하게 되면서 서비스 품질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음

- 정보의 비대칭성은 서비스 이용자들이 적합한 서비스를 선택하고 지출 증빙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면서도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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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전략 파트너십(Local Strategic Partnership), 지역협정(Local Area Agreement) 등 지

역사회의 다양한 민간 조직들과의 파트너십 구축은 이전의 중앙집권적 돌봄(노동당)과 시장

중심적 돌봄(보수당)과 구별되는 제3의 길을 출현하게 만듦(강욱모, 2008; 김용득, 2019)

○   더 나은 돌봄 기금(Better Care Fund)과 통합 돌봄 선구자 사업(Integrated Care Pioneers)은 

2014년 돌봄법 제정 이후 등장한 정책으로 통합 돌봄 체계 구축 및 운영을 지원하고 있음

- 더 나은 돌봄기금에는 4개의 정부 정책단위가 참여하고 있음(NHS, 주거·지역사회·지방정부

부, 보건·사회돌봄부, 지방 정부). 추진방법은 보건복지위원회를 통해 지역 임상위원회와 지

방 정부가 공유 예산을 만들고 돌봄 우선순위에 따라 관련 정책 및 사업을 시행하는 것임. 기

금의 목적은 성인 돌봄 서비스의 질을 유지하면서도 보건의료 등 NHS에 집중된 서비스 제공 

부담을 줄이기 위함이나, 기금 규모가 잉글랜드 지역 의료 및 돌봄 예산의 5% 내외의 수준인 

것에 대해 아쉬움도 존재함(NHS, 2019; 김경환, 2019)

- 통합 돌봄 선구자 사업은 돌봄 서비스 품질 및 효능 개선을 목표로 지역사회에 내재된 전문 지

식을 활용하여 다양하고 새로운 돌봄 방법을 개발하고 실험하는 사업임. 선구자 학습 커뮤니티

(pioneer learning community)가 지역 차원의 보건·진료 개선을 위해 구성되고, 학습을 통해 

도출된 효과의 신속한 보급 및 홍보를 지원함. 이를 통해 지역만의 특색 있는 돌봄 체계 구축이 

가능하고 효과성 증진을 위한 다양한 접근법을 사용할 수 있음(김경환, 2019; NHS, 2014)

(2) 커뮤니티케어의 운영구조

[표 3-1] 커뮤니티케어 이용시스템

신청
서비스 신청은 본인, 보호자, 가족, 담당 주치의 등이 가능
신청자에 대해 지방정부가 사정절차 진행

사정
법정장애일 경우 반드시 사정절차 진행
대상자의 재정능력과 관계없이 욕구만으로 기준
신청 후 28일 내에 신청자에 대한 사정 완료

재정평가
별도로 재정에 대한 사정 실시
이용자의 비용 부담 결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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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결정 자격기준에 따른 서비스 결정(지방정부)

예방서비스
예방적 차원의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Re-ablement 서비스 제공
공급자 지원방식으로 운영되는 홈케어 서비스

케어플랜 자원할당시스템을 통해 수준 조정

서비스 이용 자기주도적 지원(서비스현금지급, 개인예산제도), 지방정부가 구매한 서비스 사용

품질관리 CQC12)로 통합되어 보건, 돌봄서비스의 품질관리 기능 전담

자료: 김승연 외(2018: 68)

○   커뮤니티케어는 지방정부의 사회서비스국으로 단일 창구화 되어있음(김승연 외, 2018). 따라서 

커뮤니티케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당사자나 보호자, 전문가 등이 지방정부에 신청해야함

- 사회서비스국의 사정은 서비스 욕구가 있다고 판단될 때 이뤄지며, 단, 법적 장애일 경우 반

드시 사정절차를 진행해야 함. 사정 이후 대상 선정 여부에 따라 케어매니저는 돌봄 계획을 

수립하여 서비스 대상자에게 제공하게 됨

- 대상 선정은 3가지 조건을 단계적으로 검토하여 진행함. 우선, 돌봄 욕구가 신체적, 정신적 질

병 등으로 발생하는지를 확인하고, 이 욕구로 인해 식사나 의복 착용, 청소 등 주요 활동을 수

행하는 것에 지장이 있는지에 대한 여부도 판단함. 또한, 이러한 활동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

에 웰빙에 중대한 영향을 받았는지에 대해 검토함

- 서비스 대상자의 보호자도 서비스 대상이 될 수 있음. 보호자의 욕구가 돌봄 제공으로 발생하

는지, 돌봄 제공으로 건강을 위협받거나 돌봄 활동을 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하는지, 돌봄 제공 

때문에 보호자의 웰빙에 중대한 영향이 발생하는지 등을 검토하여 서비스 제공을 판단함(김

연아 외, 2019)

- 지방정부에 소속된 사회복지사가 자원할당시스템(RAS)을 통해 임시 예산을 정함. 예산 확정 

12)   CQC(Care Quality Commission) 돌봄서비스 품질평가위원회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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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에는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는데 여기에는 필요 서비스, 서비스 요금, 점검일자 등이 포함됨

- 서비스 이용방법은 두 가지로, 자기주도적 지원방식을 활용하거나 지방정부가 구매한 서비스

를 이용할 수 있음. 자기주도적 지원방식은 서비스 현금지급제도를 통해 개인이 직접 서비스

를 선택하고 이용하는 방법이나, 이용자가 돌봄계획 수립 과정에는 참여하고 예산 관리 및 집

행에는 브로커리지 서비스(brokerage service)13)를 이용하는 방법 등에서 고를 수 있음(김승

연 외, 2018; 김연아 외, 2019) 

○   새로운 돌봄 모델(New Care Model)은 2014년 NHS의 새로운 전략 비전을 세우면서 도출된 

유형으로, 환자 진료 개선, 예산 절감, 국민 보건 향상 등 3가지 목표 달성에 기여하기 위해 도

입되었음(Starling, 2018)

- 상의하달식(top-down)과 상향식(bottom-up) 방식을 조화시켜 의미 있는 변화를 이끌고자 

하는 것이 ‘새로운 돌봄 모델’의 목적임. 따라서 정부는 예산을 제공하거나 평가하는 것보다 

더 많은 개입을 해야 함과 동시에 지역의 주도권(initiative), 혁신, 주인의식(ownership)을 

배제하는 위험에 유의해야 함

- 2015년에는 사업에 참여할 선도지역(vanguard) 50곳을 선정하였고 해당 지역은 50만~8백만 

파운드의 예산을 지원받아 3년 동안 사업을 운영함. 사업분야는 5가지로 아래와 같음(NHS, 

2016) 

  ① 통합적인 1차진료 및 급성질환 진료 시스템(integrated primary and acute care systems)   

  ② 다수의 전문성을 보유한 지역사회 서비스 제공자(multispecialty community providers)   

  ③ 더 나은 요양시설 보건서비스(enhanced health in care homes)

  ④ 긴급 진료(urgent and emergency care) 

  ⑤ 급성질환 진료 협업(acute care collaborations)

- 선도지역에서 새로운 돌봄 모델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던 관계자들은 관계망 형성 및 발전의 

중요성과 함께, 반복적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실험하는 것이 지역 역량을 강화했

13)   서비스 선택에 어려움을 겪는 이용자를 돕는 지원서비스로, 지원하는 사람은 브로커(broker)라고 하며 서비스 검색 및 비용 지불, 정산 등
        의 업무를 대행(김용득,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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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밝힘(Starling, 2018)

(3) 커뮤니티케어와 영국의 사회적경제

○   커뮤니티 기반의 돌봄 서비스와 사회적기업은 1970년대 영국에 출현하였음. 그러나 본격적으

로 사회적경제가 지역사회에 돌봄을 제공할 수 있게 된 것은 1990년 NHSCCA 제정을 통해 공

적 영역에서 제3섹터와 민간 영역으로 사회서비스 공급 영역이 확대된 다음부터임. 이후 사회

적경제에도 돌봄을 제공하는 대표적인 조직들이 등장, 성장하게 됨

○   비케어링(Be Caring)

- 사회적기업 비케어링은 2019년 돌봄과나눔협회(Care and Share Associates, CASA)에서 

사명을 변경하였음. 이들은 2004년 설립해 14년째 뉴캐슬 등 잉글랜드 북부를 중심으로 사

회적 돌봄을 제공 중이며, 2006년에 영국 사회적기업 시상식(Social Enterprise Awards)에

서 올해의 사회적기업상(Social Enterprise of the Year)을 수상하였음

- 영국에서 가장 큰 노동자 소유 재가요양 사회적기업인 비케어링은 2015년 노숙인 재활

을 지원하는 빅이슈(Big Issue)의 사회적기업투자펀드(Big Issue Invest Social Enterprise 

Investment Fund)로부터 고정이율로 82만 파운드의 투자를 유치하였음. 이 펀드는 성장 가

능성이 있고 경제적 지속가능성, 사회적 성과(social impact)를 창출하는 사회적기업에 투자

하고 있으며, 투자 유치 후 비케어링은 2018년(회계연도)에 1,946명의 고객들에게 926,075

시간의 돌봄을 제공해 약 1,544만 파운드의 총매출액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남(The Big 

Issue, 2019)

○   로컬 케어 다이렉트(Local Care Direct)

- 1차 진료를 보는 지역보건의(GP)가 중심이 된 협동조합도 존재함. 지역보건의 협동조합의 등

장은 NHS 도입 이후 영업시간외 서비스를 제공해야 했던 지역보건의들이 순번제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제도가 변경되면서 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노력에서 시작되었음. 정부는 

지역보건의들이 서비스 전달 체계를 혁신적으로 발전시키면 추가 예산을 지원하기로 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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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보건의들은 협동조합을 구성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제안하였음. 지역보건의 협동조

합은 유선 진단 및 조언, 시간외 센터 수술, 방문진료 같은 서비스 제공을 환자의 중증도에 따

라 분류하였고 이는 효율적인 자원 배분으로 이어져 진료 횟수를 감소시키는 것에 기여하였음

- 2004년 영업시간외 서비스 제공이 지역보건의에서 민간 의료기관으로 이전되면서 지역보건

의 협동조합 중 일부는 멤버십 감소에 대응해 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을 추진하였음

- 사회적기업 로컬 케어 다이렉트(Local Care Direct)는 2004년 지역보건의 협동조합 7개가 

모여 결성된 조직임. 이들은 잉글랜드 중북부에 위치한 웨스트 요크셔(West Yorkshire)와 노

스 요크셔(North Yorkshire)에서 NHS 긴급 의료서비스 및 1차 진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

음. 16개 센터에서 660여 명의 직원을 고용하여 365일 서비스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들이 진

료하는 환자는 52만 명에 달하고 약 350개의 지역 의원과 연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로컬 케어 다이렉트는 2013년 영국 사회적기업 시상식에서 혁신상을 수상하였음

      [그림 3-1] Local Care Direct 제공 서비스

자료: Local Care Direct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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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어 플러스 그룹(Care Plus Group)

- 지역 내 다중이해관계자 소유로 운영되는 사회적경제 기업도 있음. 영국 중동부 노스 이스트 

링컨셔(North East Lincolnshire)의 케어 플러스 그룹(Care Plus Group)은 2011년 지역사

회이익조합(community benefit society)으로 설립된 사회적기업이자 근로자 소유 회사로 

재가요양, 아급성 치료(intermediate care), 장애 및 약물 재활, 학습장애 지원, 식사배달 서

비스 등을 제공함. 직원 수는 800명 이상이며 기업의 수익은 배당되지 않고 서비스 개발과 지

역사회 공헌 활동에 사용됨

- 케어 플러스 그룹은 다중이해관계자 소유권과 관리방식(governance)을 추구하기 때문에 기업 

경영의 결정도 운영위원회와 이사회로 분리되어있음. 기업 전략을 세우는 운영위원회

(Council of Governors)는 근로자 모두에게 투표권이 주어져 8명의 운영위원을 선출하는 

구조이며 그 외에도 지방 당국, 지역보건의, 지역주민조직 등의 몫으로 배정된 위원들이 추가

로 참여함. 이사회는 기업 운영에 대한 책무를 지니며, 1명의 의장을 포함해 4명의 비상임 이

사와 3명의 상임 이사로 구성되어 있음

        [그림 3-2] Care Plus Group 제공 서비스

자료: Care Plus Group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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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 추진동향

1) 보건복지부 지역사회 통합 돌봄

(1) 정책 추진 과정

○   고령화로 인한 노인 돌봄·요양수요 증가와 맞물린 가족 돌봄의 부담 증가, 노인 당사자의 지역

사회 계속거주(AIP) 욕구 증대, 사회보장의 지속가능성 약화 등 사회문제가 대두되면서 예방적 

돌봄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됨. 그래서 현행 공급기관 중심의 분절된 돌봄 서비스14) 체계에서 수

요자 욕구 중심의 통합적 돌봄 이용체계로의 전환이 시도되고 있음

○   즉,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고 관련 산업 육성으로 돌봄 경제(care economy)를 

활성화하여 삶의 질 향상과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다는 것임

○   정부가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케어)을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은 2018년 정부 업무보고 때

로, 이어 2019년 2월에 제2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에 반영된 핵심 사회정책의 하나이자 국정과

제로 커뮤니티케어를 추진하기로 함

 [그림 3-3] 지역사회 통합 돌봄 체계의 범주

자료: 보건복지부(2019: 4)

14)   현행 노인돌봄서비스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복지관 재가복지서비스 등이 있음.



31

- 2018년 1월 국무총리 주재 정부 업무보고에서 커뮤니티케어를 통해 ‘모두가 어울려 살기 위한 

지역사회 포용 확대’를 위한 사람중심, 지역사회 중심의 보건복지서비스 제공 로드맵 마련을 

추진하겠다고 함. 이어 3월 보건복지부가 커뮤니티케어 추진을 향후 복지정책의 핵심과제로 

삼고 중장기 발전 방향으로서 ‘커뮤니티케어 종합계획’을 마련한다는 계획임을 밝히며 커뮤니

티케어 추진본부와 추진단을 신설하는 등 추진체계를 구성하였음

- 2018년 5월에는 한국형 커뮤니티케어 구상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고, 사회보장위원회 

산하에 커뮤니티케어 전문위원회를 구성하면서 범부처 협력 및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한 공식

적 창구를 마련함. 사회서비스 제공을 지역사회 중심으로 개편하여 돌봄이 필요한 주민이 지

역사회 내에서 살아가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것임

- 2018년 11월 국무회의에서 ‘지역사회 통합 돌봄(1단계:노인 커뮤니티케어) 기본 계획’을 통

해 커뮤니티케어 종합 계획 및 로드맵을 제시하면서 지역사회 통합 돌봄에 대한 개념15)을 공

식적으로 명시함

[그림 3-4] 지역사회 통합 돌봄 비전 및 로드맵

자료 : 보건복지부 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2020: 2)

15)   돌봄이 필요한 주민(노인, 장애인 등)들이 살던 곳(자기 집, 그룹홈 등)에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독립생활의 자원이 통합적으로 확보되는 지역 주도형 사회서비스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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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1월 보건복지부는 같은 해 6월부터 2년간 전국 8곳에서 노인·장애인·노숙인·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한국형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계획(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

업 추진계획)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함. 이는 2026년 지역사회 통합 돌봄 본격 시행을 앞두고 

지역 맞춤형 모델을 발굴·검증하는 것이 목적이었음

- 2019년 4월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 및 ‘노인 예비형 선도사업’ 지역으로 각 8개(총 

16개) 지자체가 선정되었음. 정부가 지원하는 다양한 연계사업을 수행하면서 독자적인 지역

사회 통합 돌봄 서비스모델을 개발·제공하는 것이 선도사업의 기대효과였음

[표 3-2]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 지역

사업대상 도입시기 지역

노인(13)

2019. 6 광주 서구, 부천시, 천안시, 전주시, 김해시 

2019. 9
부산 북구, 부산 부산진구(대도시 지역), 안산시(급속한 고령화 지역), 남양주시, 
순천시, 서귀포시(도농 복합지역), 청양군, 진천군(농촌지역)

장애인(2) 2019. 6 대구 남구, 제주시

정신질환자(1) 2019. 6 경기 화성시

자료 : 보건복지부 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2020)

○   2019년 6월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으로 선정된 8개 지자체(노인5, 장애인2, 정신질환자

1)가 1차 시범사업을 시작하고, 이어 노인 예비형 선도사업으로 선정된 8개 지자체가 같은 해 9

월부터 2차 시범사업을 실시함

- 2차 선도사업이 1차 선도사업과 다른 점은 사업 대상(노인)과 지역 선정(2개 군 포함)임. 이러

한 차이점은 고령화로 인한 노인 대상 사업 모형 개발의 시급성에서 찾을 수 있음

- 선도사업 지자체는 시·군·구에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지역 실정을 고려해 주민센터, 보건소 등

에 통합 돌봄 안내창구를 설치, 운영하고 있음

○   선도사업에 선정된 지자체 외에도 자체적으로 통합 돌봄 사업을 운영 중인 지자체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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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돌봄SOS), 부산(동 단위), 광주(2개 구), 강원(2개 시), 경남(3개 시·군), 충남(1개 군) 등에

서 자체 추진하고 있음

(2) 정책 추진 현황 및 주요 사업 내용

○   보건복지부는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지역사회 통합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선도사업의 추진

방향을 ① 지역의 자율성·창의성·다양성 최대한 반영, ② 지역의 자원과 역량을 최대한 투입 및 

활용, ③ 함께 만들어 나가는 사업으로 운영, ④ 다양한 연계사업을 동시에 진행하여 사업의 효

과 극대화, ⑤ 선도사업의 확산과 발전을 도모하는 것으로 설정하였음

○   통합 돌봄은 서비스 대상 구분 없이 통합적 서비스 제공이 원칙임. 그러나 선도사업의 경우 한

정된 인적·물적 자원 투입과 사업 초기의 추진 어려움을 고려하여 특정 대상을 선택하여 대상

자별 모형으로 사업을 추진 중임. 자율적으로 통합 돌봄을 추진하는 지자체는 노인·장애인·정

신질환자 통합 모형으로 추진하는 것이 권장됨

[표 3-3] 통합 돌봄 모형의 종류

유형 내용

공통모형
(노인+장애인+정신질환자)

통합 돌봄창구, 지역케어회의, 민관협의체를 중심으로 대상자별 필요서비스와 인프
라를 구성하며 지역별 운영모델 개발

노인
가능한 거주지에서 오래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지원
퇴원지원, 주거개보수, 방문건강관리 및 방문보건의료, 돌봄, 재가의료급여 지원 등

장애인
개인별 통합 돌봄계획 수립에 의한 탈시설 및 자립 지원
개인별 통합 돌봄계획, 자립정착금, 장애인건강보건관리, 주간활동서비스 등

정신질환자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복귀 및 안정적 정착 지원
자립체험주택 운영, 종합돌봄서비스, 방문관리 및 동료상담가 지원 등

자료: 보건복지부 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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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노인 통합 돌봄 모형

자료: 보건복지부 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2020: 11)

○   노인 분야 선도사업은 의료 및 생활시설 퇴원·퇴소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과 지역거주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구분됨. 선도 사업 지자체의 전달체계 및 주요 사업은 다음과 같음

- 광주 서구는 커뮤니티케어 전담 신설조직으로 통합돌봄추진단(4급)에 통합돌봄과(통합돌봄

팀, 의료급여팀, 주거복지팀)를 신설하고 18개 동에는 통합돌봄창구를 신설함. 18개 동은 5

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권역 중심 종합병원이 권역 당 노인 7천여 명을 전담관리하는 것을 비

롯해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모바일 안심케어서비스 등 총 29개의 선도사업, 연계사업, 자

체사업을 운영 중임. 또한 ICT를 활용한 통합 돌봄 어플리케이션(행복매니저)을 도입해 서비

스 및 사례관리 내용 등의 기록을 관리·공유함

- 경기 부천시는 복지정책과에 전담조직(지역통합돌봄정책팀)을 설치하고, 10개 광역동으로 행

정체계를 개편하여 광역동별 케어전담팀(30명) 설치 및 10개 종합사회복지관을 매칭시켜 민

관협력으로 사례 관리를 하고 있음. 주민건강센터 14개소 및 사회서비스원 종합재가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독거노인 공동주거시설 조성, 방문약료서비스 제공 등 총 38개의 선도사업, 

연계사업, 자체사업을 운영 중임. 또한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과 함께 지역 약사회·한의사회 

등과 협업하여 방문약료, 방문한의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충남 천안시는 복지정책과에 전담조직(통합돌봄팀)을 신설하고, 30개 동사무소에 통합 돌봄창

구 전담인력(30명)을 신규배치함. 공공 거점종합재가센터를 신설하고, 전담 사례관리를 위한 

‘천사슈퍼비전단’ 및 31개 기관·대학 전문가로 구성된 분야별 전문가 사례관리회의를 운영함. 



35

경로당별 한의사 주치의제, 경로당 순회 복약지도 등 총 21개의 선도사업, 연계사업, 자체사업

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회적경제조직 간 컨소시엄 구성으로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전북 전주시는 통합돌봄과에 전담조직(통합돌봄팀)을 설치하고, 19개 동주민센터와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통합 돌봄창구를 설치함. 입원 전후 응급간병비 지원사업, 요양등급판정 전 

가사지원 확대사업 등 총 38개의 선도사업, 연계사업, 자체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 경남 김해시는 시민복지과에 전담조직(지역통합돌봄팀)을 설치하고, 19개 읍면동 및 보건소 

건강증진과에 케어전담팀을 신설하였음. 사례관리 거점기관인 희망e음센터 및 종합재가센터

를 통한 통합 돌봄 서비스 제공. 교통약자 콜택시 운영, 틀니 임플란트 지원 등 총 30개의 선

도사업, 연계사업, 자체사업을 운영 중임

[표 3-4] 노인분야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 지자체별 주요 내용

구분 지역 내용

1차
선도
사업

광주
서구

주      거: 케어안심주택 공급, 주거환경개선사업
보건의료: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시범사업, 지역사회 방문진료 수가시범사업
요양돌봄: 돌봄택시 운영지원, 맞춤형 영양음식 지원, 복지용구 및 가재도구 지원, 가사·간병 

추가서비스, 돌봄가족 지원사업, 24시간 안심출동 서비스 등 29개 사업

경기
부천

주      거: 효자손 플러스 집수리 사업 및 정리수납 코디네이터 운영
보건의료: 요양병원 통합 환자 평가 및 케어플랜수립 사업, 의료기관 퇴원지원 시범사업, 일차

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지역사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요양돌봄: 가사간병 서비스 확대사업, 경로당 유휴 공간 활용한 ‘마을 돌봄터’ 운영, 사회적경

제조직을 활용한 통합 돌봄서비스 제공 등 31개 사업

충남
천안

주      거: LH 공공형 안심주택 지원사업, 맞춤형 주거환경 개선사업
보건의료: 지역사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독거노인 안심생활 지원 응급안전서비스 사업, 

올바른 약물이용 지원 사업,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 사업, 방문재활치료 지원
요양돌봄: 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등 기술을 활용한 안심생활 서비스 지원, 거동불편 

어르신 이동지원사업, 천안형 돌봄 패키지 지원사업(가사+영양+복지용구 등) 등 
25개 사업

전북
전주

주      거: 케어안심주택 조성사업
보건의료: 요양병원 통합 환자 평가 및 케어플랜수립 사업, 의료기관 퇴원지원 시범사업, 일차

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지역사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건강펜질병예방사업 
요양돌봄: 어르신 마음 건강지킴이 사업, 어르신 영양더하기사업, 스마트 돌봄 플랫폼 사업, 

어르신 긴급돌봄서비스, 응급돌봄지원사업 등 29개 사업 

경남
김해

주      거: 고령자형 공공리모델링 매입임대주택 보급(15호 이상)
보건의료: 요양병원 통합환자 평가 및 케어플랜 수립 사업, 의료기관 퇴원지원 시범사업, 지역

사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김해시 보건의료
단체 지역통합건강돌보미 사업

요양돌봄: 맞춤형 식사지원사업 및 의료기관 외래 진료 동행서비스사업, 장기입원 후 퇴원노
인에게 맞춤형 생필품 지원사업, 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등 기술을 활용한 
안심생활지원사업 등 20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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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지역 내용

2차
선도
사업

부산
북구

보건의료: 찾아가는 약물관리사업
요양돌봄: 사회적 경제조직 활용 통합 돌봄 제공사업, 가족 돌봄이 부족한 어르신 일시 보호서

비스 제공 등 19개 사업

부산 
부산진구

주      거: 통합주거서비스(고령자 대안가족, 공유주택, 노인돌봄주택, 중간시설운영) 
보건의료: 정보 기술 활용(ICT) 스마트 시니어 헬스케어 서비스
요양돌봄: 우리동네 효살핌 종합서비스 등 33개 사업

경기
안산

주      거: 주거환경 개선사업, 도시재생 뉴딜사업 연계로 안산형 통합 돌봄 기반 구축 
요양돌봄: 사회적 경제조직을 활용한 통합돌봄서비스 제공, 응급안전알림서비스 등 27개 사업

경기 
남양주

보건의료: 맞춤형 방문 복약지도사업
요양돌봄: 장기요양보험 등급외 판정 긴급돌봄, 민간기관 활용 가사지원 사업, 사회적 경제조

직을 활용한 틈새 돌봄 서비스 등 17개 사업

충북
진천

보건의료: 방문형 보건의료서비스 제공(한방 순회진료, 안심복약지도, 방문 물리치료 지원)
요양돌봄: 거점 경로당 동네복지사 운영 등 20개 사업

충남
청양

보건의료: 방문형 건강관리사업(인지재활, 운동처방, 건강상담)
요양돌봄: 영양 보충형 식사배달사업 등 20개 사업

전남
순천

주      거: 공동부엌 설치 사업, 주거 환경 개선사업
보건의료: 맞춤형 방문 운동지도사업
요양돌봄: 사물인터넷(IoT) 기반 스마트 돌봄지킴이 사업 등 20개 사업

제주 
서귀포

보건의료: 거동불편 어르신 보행기 지원사업
요양돌봄: 어르신 종합돌봄서비스(생활지원, 식사, 이동지원, 목욕서비스) 제공사업 등 21개 

사업

자료: 보건복지부 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2020)

(3) 사회적경제의 역할

○   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계획에서의 사회적경제는 지역의 다양한 돌봄 자원들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실정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게 하는 민관협력의 주된 파트너 중 하나임

- 기본계획의 4대 핵심요소인 ‘주거 지원 인프라 대폭 확충’에서는 사회적경제 조직 지원을 통해 

사회적 일자리의 확충도 동시에 도모할 수 있게 제안하고 있음. 이는 ‘커뮤니티케어 경제(관계

부처 합동, 2018: 12)’를 구현하는 요소 중의 하나로 사회적경제를 설정하고 있음을 의미함

- 정부에서는 기초 지자체가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 계획 수립 시 보건복지부 연계사업

(노인 및 장애인 연계사업)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함. ‘사회적경제 조직을 활용한 통합돌봄 제

공’은 사업 우선 선정 항목 중 하나로, 사회적경제 조직과 지자체 간 컨소시엄 구성을 통해 지

역사회 기반 돌봄 서비스를 개발하고 제공하는 것이라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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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차 선도사업에 참여하는 지자체들도 사회적경제와의 민관협력을 통해 사업을 추진 중임

[표 3-5]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 중 사회적경제 주요 협력사업

구분 지자체 사업명 사업 내용

1차

노인

광주 서구
마을문제 해결형 

사회적경제 조직 육성
마을문제 해결형 사회적경제 공동체 발굴 및 육성을 통한 주민 
맞춤형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경기 부천 사회적경제조직 활용 
통합돌봄 제공

통합돌봄 대상자가 지역사회 내에서 안정적인 생활 가능하도록 돌
봄서비스 제공 (영양지원, 일상생활지원, 세탁지원, 이동지원 등)

충남 천안
사회적경제조직 활용 

통합돌봄 제공
천안시 사회경제연대 등 사회적경제조직 간 컨소시엄을 구성하
여 통합 돌봄 서비스 제공

전북 전주
사회적경제조직 활용 

통합돌봄 제공
공동모금회, 사회적경제 조직과 함께 소독, 청소 등 서비스를 제공

장애인 제주 제주
사회적경제 

‘서로돌봄마을’
사회적 경제조직을 중심으로 사회주택 및 돌봄 서비스 제공 및 
지역자원 연계 등을 실시하는 마을 조성

2차 노인 경기 안산
사회적경제조직 활용 
통합돌봄서비스 제공

사회적경제 조직 통한 재가노인을 위한 맞춤형 영양서비스 제공, 
케어안심주택 공급(안산형 사회주택 소박하고 소중한 가 공급) 등

자료: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9), 보건복지부 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2020: 106)에서 재정리

○   또한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분야 사회적경제 육성·지원 사업은 지역 사회적경제 조직을 활

용해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해소 및 선도적 사회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보건복지부, 

2020)

- 사회적경제 조직 간 컨소시엄 형성을 지원하고 주민참여형 돌봄조합 설립 지원을 통해 사회

적경제를 지역 사회서비스 공급주체로 성장시키겠다는 계획임

- 2019년에 7개, 2020년 현재까지 12개(연장 5, 신규 7) 지자체가 선정되었음

[표 3-6] 사회서비스 분야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 사업 운영 지자체

구분 내용 지자체

사회적경제 연계 협력
-지역돌봄 사업 연계
-신 사회서비스 개발

사회적경제조직 간 연대·협력(컨소시엄)을 통해 
지역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모델을 개발 확산(노인,장애인,아동 돌봄 등)

서울 도봉구, 경기 고양시, 경기 광주시, 경기 
오산시, 경남 산청군, 서울 마포구, 대전 대덕구, 
경기 파주시, 충북 진천군, 전남 장흥군

주민참여형 돌봄조합
사회서비스 주민 조합을 구성으로 공공 돌봄
사업 틈새 지원

서울 영등포구. 서울 중구, 인천 미추홀구, 광주 
광산구, 광주 북구

자료: 보건복지부 공고(2020), 송소연(2020)

-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과 사회적경제 컨소시엄 시범지역 선정 시 상호 가점을 부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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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방식으로 사업 연계를 권장하고, 시군구 케어플랜 수립 시에도 사회적경제 컨소시엄 추진

체계 및 사회적경제 조직을 우선 활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음(보건복지부, 2020)

- 2020년 선정된 도봉구는 사회적기업, 자활기업 등이 참여하는 ‘(가칭)지역사회 통합 돌봄 사

회적경제 도봉컨소시엄 추진단(사회적경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지역 고령층 중 돌봄이 필

요한 대상에게 분절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사업을 계획하였음

[그림 3-6] 도봉구 사회적경제 컨소시엄 추진단 체계도

자료: 사회적기업진흥원(2020: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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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울시 돌봄SOS

(1) 정책 추진 과정

○   지역사회 통합 돌봄을 추진하는 사업의 유형 중 하나로, 서울시 특성에 부합하는 독자적 모델로 

개발되어 추진 중임

○   돌봄SOS센터의 운영 모델은 성인 돌봄 체계로써, 돌봄의 수요가 있는 모든 시민이 필요한 서비

스를 지역 내에서 제공받으며 지역사회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공공이 

직접 주도하는 보편적·예방적 통합 돌봄 체계를 갖추도록 설계됨

- 제도적으로 배제된 대상자의 욕구를 중심으로 최소한의 개입을 통해 신속하게 일상생활 복귀

를 유도하는 서비스라는 점이 주요 특징임

- 기존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찾동)’사업과 차별된 사업이 아닌 돌봄 기능이 강화되는 체계임

○   2018년 민선7기 핵심공약 및 서울시정 4개년 계획 핵심과제로 선정된 후, 같은 해 10월 사업 

추진 기본계획(돌봄SOS센터 기본계획)이 수립되었음, 당시에는 2021년 25개 전 자치구 확대를 

목표로 하여, 2019년 2월에 시범사업 공모를 통해 5개 자치구(성동·노원·은평·마포·강서)를 선

정함

- 2019년 6월, ‘돌봄SOS센터 사업 추진 실행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고, 이어 7월 18일부터 5

개 자치구의 시범사업이 시행됨

- 2019년 10월에 2020년 시범사업을 시행할 8개 자치구(광진·중랑·도봉·서대문·양천·영등

포·송파·강동)가 선정되었음. 이들 자치구는 2020년 7월부터 사업을 개시하는 것으로, 2020

년에는 총 13개 자치구에서 시범사업이 진행될 예정이었음

○   코로나19 장기화로 취약 계층 및 긴급돌봄 공백이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2020년 8월부터 25개 전 자치구로의 확대를 추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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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력배치가 완료되는 본사업 시행 전에는 구 단위 통합지원센터 운영(선행사업)으로 동주민

센터에서 발굴된 대상자에 대해 구 단위 서비스를 지원하게 됨

※ 본사업은 동단위 돌봄서비스 지원체계로 신규 20개 자치구는 순차적으로 구 중심 모형에서 

동 중심 모형으로 전환 예정임 (2021년 1월(8개구), 7월(12개구))

[그림 3-7] 돌봄SOS 추진방향

자료: 서울특별시(2020a: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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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돌봄SOS 비전 및 추진과제

자료: 서울특별시(2020a: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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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 추진 현황 및 주요사업 내용

○   서울시는 돌봄SOS의 운영 목적을 ‘돌봄사각지대 해소’라고 밝히고 있음(서울특별시, 2020a)

- 이는 그동안 긴급하거나 일시적인 도움이 필요한 경우, 서비스 이용 자격 기준의 미달, 서비

스 이용 중이라도 공백이 발생하는 등의 상황에 제도적으로 지원이 어려웠던 것을 해소하겠

다는 의미임

- 공공의 개입을 통해 즉각적인 서비스 지원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돌봄이 필요한 시민이 지역

사회에서 돌봄 욕구를 해소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임

○   돌봄SOS센터를 통해 [표 3-7]과 같이 8대 서비스가 제공됨

[표 3-7] 돌봄SOS 서비스 특성 및 내용

구분 서비스 요구 특성 서비스 진행 목표 서비스 내용 이용한도 주요 자원

일시
재가 

서비스
돌봄의 공백이 
발생하여 
단기 서비스를 
긴급하게 필요로 
하는 경우

이용자 수발 중
심의 가장 기본
적 돌봄서비스로
서 돌봄을 필요
로 하는 가구에 
적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돌봄 
어려움 해소 

이용자의 가정을 방문해 이용자 
수발 서비스 제공

연간 최대 
60시간

사회서비스원
장기요양기관
재가서비스기관
장애인활동지원
기관

단기
시설 

서비스

이용자의 단기간 시설 입소를 통한 
서비스 제공

연간 최대14일 
1일 57,320원

장기요양기관
단기보호시설
장애인시설

동행
지원 

서비스
필수적이고 
기본적 일상생활 
영위와 관련하여 
단편적인 서비스 
욕구가 일시적으로 
발생한 경우

일상 편의 증진
과 관련된 서비
스로서, 적절한 
자원의 신속한 
연계를 통해 이
용자의 지역사
회 내 자립 생활 
기능 유지

이용자의 필수적인 외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 제공

1시간 14,600원
(인력1인 기준)

사회서비스원
장기요양기관
재가서비스기관
장애인활동지원
기관

주거
편의 

서비스

이용자 가정 내 시설에 대한 간단한 
수리, 보수 서비스 제공
이용자 가정 내 시설에 대한 청소 
및 방역 관련 서비스 제공

사회적경제조직
비영리기관·
단체식사

지원 
서비스

이용자의 기본적 식생활 유지를 
위한 식사배달 서비스 제공

1식 7,800원
연간 최대 30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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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서비스 요구 특성 서비스 진행 목표 서비스 내용 이용한도 주요 자원

안부
확인 

서비스

일정 기간의 
지속적 개입과 
관리 차원의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경우

돌봄의 영역을 
확장하여 안정적
이고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
여 삶의 불안감 
해소

일상적 안부 확인, 야간 안전 확
인, 말벗 등 정서지원 등

사회복지관
등 지역자원 
활용

사회복지기관

건강
지원 

서비스

보건소 건강평가 및 케어플랜을 
통한 서비스 진행

보건소 건강돌봄 
서비스 연계

보건(지)소

정보
상담 

서비스

돌봄과 관련된 
어려움과 궁금증이 
있는 경우

돌봄과 관련된 
어려움에 대한 
불안감 감소와 
개별적 대응력 
향상

돌봄 관련 기초 정보 제공과 돌봄 
관련된 문제 상담 진행
돌봄 관련 제도, 서비스, 제공기관
(시설·업체) 관련 정보 제공

돌봄매니저 
직접 제공

돌봄매니저

※ 1인 연간 한도(2020년 기준 156만원) 
자료: 서울특별시(2020a: 43) 참고하여 재구성

- 서울시는 선행사업 기간에 8대 서비스 중 정보상담, 일시재가, 단기시설, 식사지원 서비스를 

집중 운영할 것을 제안함

- 2019년도에 선행사업을 시작한 5개 자치구 대상으로 2020년 7월 말까지의 실적을 확인한 

결과, 8대 서비스 중 가장 많은 횟수가 제공된 것은 정보상담 서비스로 전체의 약 55%에 달

함. 다음으로 식사지원(21%)과 일시재가 서비스(13.5%) 순으로 확인되었음

[표 3-8] 돌봄SOS센터 사업 운영 실적(2019.7.18.~2020.7.31.)

구분 합계 일시재가 단기시설 동행지원 주거편의 식사지원 건강지원 안부확인 정보상담

합계 21,524 2,906 8 532 1,092 4,571 205 258 11,952

2020 10,999 1,641 5 337 563 2,558 111 60 5,724

2019 10,525 1,265 3 195 529 2,013 94 198 6,228

자료: 서울특별시(2020a: 13)

○   돌봄SOS가 서울형 커뮤니티케어로 여겨지나 보건복지부의 커뮤니티케어와의 인식 차이가 존

재함(김연아 외, 2019)

- 보건복지부의 커뮤니티케어는 지역사회 중심의 사회서비스 체계 개편이 목적이나, 돌봄SOS

는 돌봄SOS센터 설치·운영을 통해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으로 주된 목적의 차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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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가 지역의 다양한 주체들과 다른 정책 사업과의 연계를 권장한다면, 서울시는 돌

봄SOS센터 구축에 집중하면서 센터를 통해 공공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강조함

(3) 사회적경제의 참여

○   서울시 민선 7기 공약에서는 ‘지역돌봄체계 안에서 사회적경제 촉진/활성화’라는 항목으로 기

존 공공서비스에서 지원하지 못하는 건강돌봄 서비스에 대해, 주민참여기반 건강돌봄공동체의 

지원 체계를 마련하면서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민간중심 건강돌봄공동체 구축을 강화하는 것을 

내세움

- 또한 민선 7기 공약 중 ‘서울돌봄SOS로 가정 내 돌봄 어려움 해결’과 2018년 발표된 ‘돌봄

SOS센터 추진 기본계획’에서도 사회적경제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로 나타나 있음. 

정리하면 지역 내 복지공동체 구축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정책 효과 극

대화를 위해 기존 찾동과 사회적경제 조직을 연계하여 지역 기반 돌봄 서비스를 확충해야 한

다는 것임(서울특별시, 2018; 서울특별시, 2020b)

○   우리동네 나눔반장 사업은 ‘동 단위 돌봄SOS센터 설치’, ‘공공이 직접 통합서비스 제공’, ‘지역 

내 돌봄공동체 강화’라는 돌봄SOS의 3대 추진방향 중, 사회적경제가 돌봄공동체를 강화하는 

역할을 맡아 추진할 주요 사업이었음. 그러나 현재는 사회적경제가 지역사회를 연계하고 주민

이 주도하는 돌봄 공동체를 조성하는 것보다 돌봄SOS센터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업을 수행하

는 역할만을 하고 있다는 비판도 존재함(김연아 외, 2019: 101)

○   2019년 시범사업을 수행했던 5개 자치구의 우리동네 나눔반장 사업은 [표 3-9]와 같이 운영됨.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이나 사회적경제 당사자조직 협의회 등이 우리동네 나눔반장 코디네

이터를 우리동네 나눔반장 사업단에 배치해 참여 기업과 서비스 대상자를 매칭하는 등의 통합

창구로의 기능을 수행함

[표 3-9] 2019년 우리동네 나눔반장 사업단 운영내용

구분 사업단 운영주체 참여조직수 제공서비스

강서구 강서구사회적경제협의회 7 식사지원,주거편의,이동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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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사업단 운영주체 참여조직수 제공서비스

노원구 노원사회적경제연대 사회적협동조합 10 식사지원,주거편의,이동지원

마포구 (사)함께하는행복한돌봄 9 식사지원,주거편의,이동지원,일시재가

성동구 살림경제사회적협동조합 9 식사지원,주거편의,이동지원,정서지원

은평구 은평구사회적경제허브센터 4 식사지원,주거편의

※ 2019년 실적 기준

※ 돌봄SOS 사업 개시 전인 우리동네 나눔반장 선행사업(2019.4.29.~6.30.)기간 중 제공되었던 서비스는 제외

자료: 김연아 외(2019)

○   서비스 제공기관이 구청과의 협약을 통해 개별적으로 활동했다면, 사회적경제 조직은 우리동네 

나눔반장 사업을 통해 서비스를 의뢰받고 제공하는 형식을 취함. 이를 통해 서비스 제공과정에

서 발생하는 이견을 조정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등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가능하게 하였다는 평

가가 도출됨(김연아 외, 2019)

○   그러나 돌봄SOS센터의 8대 서비스가 포괄하는 돌봄 서비스 분야는 다소 한정적으로, 식사지원

이나 주거편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소수의 사회적경제 기업이 주로 참여하였음. 따라서 선행

사업을 수행한 사업단은 지역 자원을 활용한 추가적인 돌봄 서비스 공급 기회를 모색함

- 성동구는 2019년 우리동네 나눔반장 사업단을 운영하면서 2017년부터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사업으로 운영하던 ‘떴다할매’를 정서지원 서비스로 추가 지원함. ‘떴다할매’에 참여하는 

지역 노인돌봄리더(50~70대 지역 주민)들은 성동구 소재 사회적경제 기업들과 함께 위기어

르신 정서지원서비스를 진행해왔음. 말벗 되어주기, 치매예방 놀이, 산책 및 야외활동 등 대

상자의 욕구에 맞는 프로그램을 선택해 일시재가 서비스 종료 이후 노-노 정서지원 서비스로 

제공하였음(살림경제사회적협동조합, 2020)

- 마포구는 2019년 돌봄SOS센터 주거편의 서비스를 공급한 지역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지속적

인 주거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2020년 보건복지부 사업(사회서비스 분야 사회적경제 육

성지원 공모사업)에 공모·선정되어 ‘홈케어 사업단’을 추진하게 됨. 민(사회적경제 컨소시

엄)-관(마포구청) 협업 사업으로, 발굴된 주거취약 대상자에게 홈케어 사업단이 주거관리 서

비스를 제공하는 형태임(마포구청,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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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석방법

1) 분석대상

○   앞서 살펴본 것처럼 서울시의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케어)은 돌봄SOS센터로 구현되어, 

2019년 7월 5개 자치구에서 시행된 이후 2020년 9월 현재 서울시 전 자치구에서 추진 중임

○   강북구도 2020년 8월 3일자로 선행사업을 개시하였으며, 본사업 시행 전인 2021년 7월까지는 

구 단위 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여 동주민센터 복지플래너 등을 통해 발굴된 대상자에게 서비스

를 지원하게 됨. 본사업 시행 시 동주민센터에 인력(돌봄매니저)이 배치되기 때문에, 이후 현재

의 구 중심 모형에서 기존 동 중심 모형으로 전환될 예정임

○   서울에는 보건복지부 지역사회 통합 돌봄 사업을 진행하는 기초 지자체가 없고(사회서비스 분

야 사회적경제 육성사업 제외) 전 자치구에 돌봄SOS센터가 운영되고 있음. 두 사업 모두 사회

적경제와의 협업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서울에서 진행 중인 돌봄SOS센터를 커뮤니티케

어 추진사례로 설정하고 사회적경제의 역할을 찾기 위한 분석을 진행하고자 함

○   본 연구는 돌봄SOS센터 추진현황 및 내용, 성과 등을 확인하기 위해 심층인터뷰(in-depth 

interview)와 문서 분석(document analysis)을 진행하였음. 5개 시범 자치구 외의 지역은 

2020년 9월 현재 선행사업 초기 단계로 사업 운영경험과 사례가 축적되지 않아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음

- 시범 자치구의 사업 추진과정 및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3개 구청의 돌봄SOS 사업 담당 4인을 

인터뷰 대상자로 선정하였음. 이들은 2019년도부터 돌봄SOS센터 사업을 운영해 온 사회복

지직 공무원 3인과 간호직 공무원 1인으로 시범 자치구 간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서로의 

진행 상황을 비교적 잘 알고 있음

서울시 커뮤니티케어(돌봄SOS)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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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격적인 인터뷰에 앞서 대상자에게 연구의 취지에 대해 설명하고 인터뷰 자료의 활용과 녹

취에 대한 동의를 구하였음. 인터뷰의 주요 영역은 ① 준비 과정, ② 운영 및 경과(사회적경제 

등 민관협업 포함), ③ 차이점과 변화로 나눠짐

[표 4-1] 자치구청 돌봄SOS센터 사업 담당자 인터뷰 질문 예시

1. 준비과정

- 사업 추진배경
- 사업 준비(인력배치/조직구성/예산 등)
- 사업 대상자 발굴
- 서비스 공급기관 검증방법 및 새로운 자원 개발 시 유의사항
- 홍보방법

2. 운영 및 경과

- 사업 추진경과
- 서비스별 호응도, 만족도, 지속성 여부
- 자치구 특화 서비스 개발 여부
- 민관거버넌스 구성 및 운영 여부
- 민민거버넌스 존재 여부
- 우리동네 나눔반장 사업단(현 돌봄서비스 협력단) 운영여부 및 협업 내용
- 사회서비스원 종합재가센터의 역할(민간 서비스제공기관과의 차이점)
- 사회적경제 조직 및 돌봄 네트워크 역량/협업 수준
- 사회적경제가 다른 서비스제공기관과 다른 점
- 개별 서비스제공기관 간의 협업 존재여부, 가능성

3. 차이점과 변화

- 시범사업의 성과
- 기존 복지사업과의 차이점, 대상자 선정에서의 괴리에 대한 현장의 반응
- 애로사항
- 새로운 지역 복지자원 개발 시 유의할 점
- 확대될 필요가 있는 서비스
- 시범사업 경과 반영한 향후 계획

- 또한 시범 자치구 중 1개 구에서 발간한 2019년 돌봄SOS센터 우수 사례집을 분석자료에 포

함하였음. 인터뷰를 통한 자료의 수집과 함께 자치구청에서 발간한 공공문서의 분석을 진행

하여 질적 연구의 타당성 획득에 기여하고자 함(김영천·정상원, 2015). 문서에서 인용할 경

우 출처를 밝히고 실명과 소속은 익명으로 표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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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분석자료 종류 및 대상

분석자료 주요 내용 대상 표기방법

인터뷰 
녹취록

- 사업 준비과정
- 서비스 제공기관/대상자 확보방법
- 민관 거버넌스 운영
- 사회적경제 협력
- 사업 성과 및 한계점
- 향후 계획

자치구청 돌봄SOS센터 담당
- 자치구1 사회복지직 공무원(A)
- 자치구1 간호직 공무원(B)
- 자치구2 사회복지직 공무원(C)
- 자치구3 사회복지직 공무원(D)

참여자 A~D

우수 
사례집

- 사업 준비과정
- 사업 운영과정
- 사업 성과 및 지원 사례

자치구4 사업 주체 
- 일반현황/자치구청(E)
- 동주민센터 돌봄매니저(F)
- 서비스 제공기관(G)

사례집 E~G,
페이지번호

2) 분석과정

○   이 연구는 근거이론 분석방법의 개방코딩(open coding)을 사용하였음. 개방코딩은 인터뷰 녹음

을 기록한 녹취록과 문서자료를 검토하여 개념을 도출해내고 범주화하는 작업으로 분석을 위해 

질적 분석 소프트웨어인 NVivo 20.1을 활용하였음

○   이를 통해 [표 4-3]과 같이 41개의 개념과 9개의 하위범주, 3개의 범주를 도출함

[표 4-3] 분석자료에 대한 개방코딩

상위범주 하위범주 개념

사업 준비

추진계기
지역에 필요한 서비스를 시비로 추진

다양한 돌봄수요에 대응

추진과정

조직 내부 인력 보강

조직 내부 예산 확보

사회적경제 조직 선행사업

대상자 발굴

서비스 제공기관 발굴

사업 운영

서비스 대상 서비스 대상 분류

서비스 종류

일시재가 서비스

단기시설 서비스

동행지원 서비스

주거편의 서비스



51

상위범주 하위범주 개념

사업 운영

서비스 종류

식사지원 서비스

안부확인 서비스

건강지원 서비스

정보상담 서비스

기타 자치구 특화 서비스

운영

민관거버넌스(사회적경제) 

실적 관리

인력 배치

정산

제공기관

사회서비스원 종합재가센터

사회적경제 조직

기타 개별 서비스 제공기관

차이점과 변화

성과

긴급돌봄수요 대응

서비스/업무만족도 상승

돌봄사각지대 완화 및 예방

보편적 복지 인식 개선

통합 돌봄 제공

애로사항

서비스 품질 및 범위 혼란

낮은 수가

돌봄 수요/공급 부족

실적 관리의 어려움

업무의 과중

역할 설정의 난해함

제공기관 운영규약 및 전산시스템 부재

인력 활용의 어려움

보편적 복지 인식의 괴리와 부재

기간 제한 있는 한시적인 서비스

기관간의 경쟁

향후 계획 추가 제공기관/서비스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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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결과

1) 돌봄SOS센터 사업 준비

각 자치구에서 돌봄SOS센터 사업을 준비하게 된 계기로는, 지역에서 다양한 돌봄 수요가 발생하는데 

현행 제도로는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점과, 시비를 통해 지역 주민을 위한 복지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

는 것 등으로 나타남. 이는 주민과 맞닿은 복지 현장에서도 제도적인 돌봄의 공백이 있었다는 것을 인

지하고 있으면서, 부족한 지방 재정으로 자체 사업을 기획하기 어려운 현실을 짐작할 수 있음. 주민생

활 지원에 효과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지방정부가 주민 욕구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서비스

의 이용자와 공급자가 직접적으로 만나는 공간이 바로 지역사회이기 때문임(이태수 외, 2019)

돌봄수요가 많은 우리구에서 다양한 돌봄수요에 대응하고자 돌봄SOS센터 서울시 시범사업에 공모하기로 

결정  (사례집 E, 21)

이렇게 100% 시비로 지역주민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데, 이걸 왜 안하냐는 거죠. 이거는 너무나 필요한 서

비스고 내가 보기에 정말 좋은 서비슨데. “하자” (참여자 A)

찾동에서는 발굴을 하라고 하는데, 다이렉트로 우리가 연계할 자원도 없고 ... 그런데 이게(돌봄SOS) 생김

으로써 ... 이거는 바로바로 되잖아요. 그래서 찾동에서도 좋아하죠. 어르신 대상자분들한테 뭔가 해줄 수 

있는 게 생겼으니까. (참여자 D)

시범사업 추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자치구청 내부의 인력 배치 및 조직 구성, 예산 확보 등이 이어

졌음. 시범사업에 참여한 자치구는 각 동 주민센터 복지2팀 내에 돌봄SOS센터를 설치하고 돌봄매니

저를 배치, 이를 총괄하는 구 돌봄지원팀을 설치해야 했기 때문임. 특히, 동 주민센터의 돌봄매니저 

충원이 원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각 동에 배치하기 위해 다수의 인력이 필요했고, 인력 충원

을 위해서는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 같은 구의회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아직 정

원을 채우지 못한 자치구도 존재하였음. 필요 인력을 확충하는 것은 정책의 성과를 위해서도 중요한

데 인력 투입 시기가 늦어질수록 정책의 지속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음(황금용, 2017)

지금 현재 돌봄매니저로 인력배치된 게 18명, 사회직 9명, 간호직 9명, 이렇게 지금 충원되어있는 상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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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인력이 가지 않은 동이 약 10개 동이 있는데, 거기는 기존의 복지플래너들이 겸업으로 같이 사업을 맡

아서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저희 구는 올해 간호직은 12명 더 추가로 받아가지고 전체 동에 다 배치할 

예정이고요. 내년이 되면은 사회직까지 다 충원할 예정이에요. (참여자 A)

7월 달에 오기로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채용이 늦어져서 올 12월정도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참여자 C)

돌봄SOS센터가 시범 자치구에 조성되면서 자치구 기반의 사회적경제 조직들도 우리동네 나눔반장 

사업에 참여하게 됨. 주로 자치구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에 조성된 우리동네 나눔반장 사업단은 

시범사업 시작인 7월 이전에 약 2개월 동안 선행사업을 진행하였고 이를 통해 사회적경제가 제공할 

수 있는 돌봄 서비스를 미리 지역에 공급, 자체 역량을 확인하는 기회를 가졌음. 이는 사회적경제 영

역이 선행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동네 나눔반장 실행 모델을 개발하고 지역기반 돌봄 플랫폼 구

축이나 지역 사회 수요에 맞는 서비스 개발 같은 과업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여겼기 때문이며(김연아 

외, 2019), 이로 인해 자치구 담당자들도 시범 사업 시작 전부터 사회적경제 조직을 인지하게 됨

우리동네 나눔반장 선행사업이 시 사경센터에서 예산지원해가지고 작년 5, 6월 2개월간 했어요, 저희는 

OOO동, OO동... 여기가 관내에서 사회적경제 주체들이 많이 있는 편이라, 그리고 복지대상자도 많은 편

이에요. 그래서 이쪽을 참여동으로 하고 매뉴얼 개발하고 어떻게 운영할지 본사업 시행 앞두고 미리 돌려본 

거고요. (참여자 D)

구마다 있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중심이 돼서 돌봄서비스협력단이 구성이 됐고... 코디네이터라고 한 명 

두시고 나머지 사회적경제 조직들을 아울러서, 돌봄SOS에 한정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 (참여자 C)

사회서비스원 종합재가센터가 돌봄SOS센터 사업 개시와 동시에 생긴 것이 아니기 때문에 2019년 

시범사업 개시 전후로 민간 서비스 제공기관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 필요하였음. 이를 위해 서비스 공

급기관 대상 사업 설명회 개최, 개별 기관 방문 홍보 등으로 동분서주한 참여자 대부분이 사업 초기

의 서비스 제공기관 확보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함. 한편 참여자들은 사업 이해가 부족했던 초반에 비

해 현재는 협약을 원하는 기관이 늘어나 사업 인지도가 올라간 것을 체감할 수 있다고 하였음

초반에는 저희도 설명회를 다 했어요. 서비스별로 다 모아서도 한번 하고, 직접 다니고. 왜냐하면, 발굴이 

안 되니까 (참여자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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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시범사업이고 수요가 어느 정도 발생할지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규모가 어느 정도 있고 서비스 제

공인력도 일정 규모 이상 확보하고 있고 행정일도 체계가 잘 구축되어 있는 (우수기관으로 하려고..). 그리

고 건보공단에서 (등급)평가를 하더라고요. A등급 기관 중에서도 어르신장애인과에서 일을 같이 하니까 직

접적으로 협조가 잘 되고 적극적인 기관으로 추천을 받아서 했었어요. 나머지 서비스 지원기관들은 워낙에 

없기 때문에 신청하시면 다 했고요. (참여자 D)

엄청 힘들었죠, 올 6월에 재협약할 때, 해달라는 사람들이 많아서. (참여자 C)

사업 인지도가 낮다는 것은 서비스 제공기관 확보와 함께 서비스 대상자를 발굴하는 노력도 필요하

다는 것을 의미함. 시범 자치구는 현수막 게시, 안내문 배포 같은 대중적인 홍보를 진행하면서 기존 

사업으로 발굴된 지원자들을 확인하거나 의료기관이나 공동주택 등 대상자가 있을 만한 환경에서의 

안내도 시도하였음. 한편, 찾동 등 관련 사업을 통해 확보할 수 있는 대상자가 있다는 것은 지역사회

에서 공급되는 복지가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짐(김정현·김보영, 2017)

홍보가 제대로 안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동에) 안내문 보냈고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도 홍보물 배치

해달라고 했고, (중략) 관내 의료기관 방문해서 퇴원환자 중에서 이런 거 필요한 분들한테 홍보해달라고 돌

았고요. 현수막은 지정게시대에 걸고.. (참여자 D)

동에서 이 사업자체를 알고 연락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다더라고요. 시에서 아무리 홍보를 해도, 되게 

생소한 사업이다보니, 실제로 동에서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담당자들에게도, 사회복지 오래 하셨던 분들도 

이런 실물 서비스, 직접 서비스가 한 번도 없었다 보니까요. (중략) 돌봄SOS 서비스 지원은 끝났지만 이 사

람이 사례관리사업으로 뭔가 필요할 것 같으면 역으로 사례관리 플래너한테 연계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양방향으로 진행할 수 있게 초반에 교육을 했어요. (참여자 A)

대상자를 발굴하는 게 투 트랙인데, 구에서 기획으로 발굴하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긴급지원, 국가형 긴급

지원하고 퇴원한 사람들 명단을 보내주면 통 담당들이 가서, 그 사람들이 퇴원해서 나왔으니 가서 일시재가

를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게 기획적으로 하는 거고. 나머지는 저변에 깔려있는, 복지플래너들이 알

아서 가져오는 거고. (참여자 C)

복지부, 서울시 긴급지원 의료비를 신청하셨던 893명의 주민을 대상으로 상담기록 재확인, 모니터링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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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특별조사 실시. 본 조사를 통해 돌봄 사각지대 주민 55명을 발굴하여 돌봄SOS센터 서비스 제공 연계 

(사례집 E, 23)

사업 진행과정에서의 특이점은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대상자를 발굴해 오는 경우도 있었다는 것임. 

이는 지역 내에서 대상군과 밀접히 활동하는 기관 특성도 있지만 개별 기관의 장기적인 수익 획득 관

점에서 돌봄SOS가 중요한 사업이 되었음을 의미함. 단, 서비스 제공기관이 이용자 확보를 위해 경쟁

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해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이 축소되지 않게 해야 할 필요

가 있음(양성욱·노연희, 2012)

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 자기들이 발굴하는 경우도 많아요. 동에서 본인들이 계속 보던 어르신인데, 이분이 

갑자기 수술을 했다거나, 어떤 큰 일이 생겨서 보호자가 없다거나 좀 필요한 것 같다 하면 동(주민센터)에다

가 연락하면 동에서 나가보고, 돌봄이 필요하면 연계해서 그 기관이 추가로 해주고, (참여자 B)

민간기관에서는 이 사람을 받으면 너무 좋은 거예요. 장기요양 등급을 받으면 바로 자기 고객이 되니까 서

비스도 최선을 다해서 하실 테고... 그리고 기존에 장기요양보험으로 서비스를 받으시던 분도 갑자기 다치

거나  수술받거나 하면 하루 세 시간 말고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경우도 있는데 그때 장기요양을 못하잖아

요. 그러면 저희한테 얘기해주시는 거예요. 여기서는 예외적으로 기존 공적돌봄서비스 받고 있어도 추가로 

할 수 있거든요, (참여자 A)

2) 돌봄SOS센터 사업 운영

돌봄SOS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사업 준비과정에서 발굴했던 서비스 대상자들이 지원 기준에 

맞는 대상자인지, 서비스 수용 의사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였음. 이는 대상자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돌봄SOS센터 서비스 지원 기준에 맞는 대상자가 아니라서 자부담이 발생할 수도 있고, 대

상자가 서비스를 원하지 않을 때 강제할 수 없기 때문임. 긴급하거나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돌봄 욕구

를 해소하는 것이 중심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에게는 돌봄SOS 외 다른 사업 연

계가 필요한 것도 사업을 진행하면서 확인할 수 있었음

계속 몸이 불편해서 장기요양보험으로 받아야 하는 사람은 대상은 아니시고, 다치셨거나 입원했다가 퇴원하

셨는데 관절수술하거나 회복이 안되셔서 일시적으로 도움 필요하신 분들한테 해드리는 거거든요, (참여자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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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장애인 쪽은, 기존의 장애인활동지원으로 커버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또 중요한 건 64세 장애인까

지는 장애인활동지원으로 되지만 64세 넘어가면 장기요양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대상이) 많지가 않더라고

요. (참여자 C)

돌봄SOS센터 이용 가능 대상은 2019년도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에서 2020년 50대 이상 중장

년, 중위소득 85%이하 가구까지 범위가 확대됨. 이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보다 완화된 대상자의 연령 

및 소득 기준의 적용으로 기존의 돌봄서비스에서 배제되어 있던 대상자들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면서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개인이 삶의 과정에서 연령, 가족구조 

등과 상관없이 돌봄 욕구를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인간다운 삶을 위한 욕구의 충족(김진석 외, 2019)

이 돌봄SOS센터를 통해서 실현되고 있는 것임

장기요양은 혼자 있는 게 아니고, 그 집에 가족이 10명 이상 있어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저희는 노인부부

가구라든지, 아니면 노인이 혼자 있다든지, 노인이 젊은 가족이랑 있지만 가족이 지방에 있다든지, 이런 경

우들.  (참여자 C)

처음에 저소득층부터 하다가 7월 1일자로 상향된게 시에서 주민생활지원조례에 돌봄SOS센터 항목을 하

나 넣었더라고요. ‘85% 이하까지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요. 그래서 확대된 거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서울

형 긴급지원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이 한시적으로 중위소득 100%까지 확대됐어요. (중략) 그렇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한시적으로는 중위소득 100%인 사람들까지도 우리 서비스를 이용하면 비용지원을 받을 수 있

는 거예요. 다만, 85% 이하까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업비로 주고 86에서 100%까지인 사람은 서울형 

예산으로 지원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참여자 A)

8대 서비스 중 가장 수요가 많은 서비스는 모든 시민이 이용 가능한 정보상담 서비스를 제외할 때 

식사지원과 일시재가 서비스였음. 특히 식사지원은 도시락 배달을 통해 비대면이 가능하였기 때문

에 코로나19가 확산된 이후에도 서비스 축소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나타남. 코로나19 대응 관련 

정부 지침16)에서도 노인 및 장애인에 대해 방문돌봄이 어려울 경우 대상자의 특성에 맞게 도시락 

배달, 안부 확인 같은 서비스 지원을 제안하고 있음

일시재가도 코로나 때문에 나중에 하자는 분도 있고, 플래너들이 나가야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나갔잖아요. 

16)   코로나 19 유행 대비 사회복지서비스 유지를 위한 공통 대응지침(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 2020.2.21.)



57

그래서 현장방문도 안되다 보니까, 찾동 통해서 연계도 잘 안되고, 그래서 (수요가) 줄었었어요.,, (그래도 식

사지원은) 기존 대상자, 알던 대상자 위주로, 유선으로, 상황을 아니까요, 가장 연계하기 쉽고. (참여자 D)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대상자분도 대면서비스 거부하시는 분이 많거든요. 정말 서비스가 필요한데 ‘나 사람 

오는거 싫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해서 어쩔 수 없이 식사로 연계하는 건들이 많아요. 비대면이다 보니까 

요즘에 더 활성화된 것도 있어요. (참여자 A)

미약하게나마 식사지원서비스를 통해 할머니의 식사 문제를 해결하게 되었고 (중략) 지속적인 식사지원 서

비스를 위해 관내 사회복지관에도 사랑의 도시락 서비스를 신청하여 할머니의 식사지원이 끝나지 않도록 

지역사회의 또 다른 자원도 연계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사례집 F, 54)

일시재가 서비스의 경우 초기 참여를 주저했던 기관들도 사업이 알려진 이후에는 적극적으로 참여를 

원하고 있음. 반면 단기시설 서비스는 일정기간 시설 입소가 필요한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

요양기관이나 단기보호시설 등에 여유가 없는 경우가 대다수로, 수요와 공급을 맞추기가 어려워 실제 

서비스로 연계된 건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남. 인터뷰 참여자들은 앞으로도 단기시설 서비스는 수

요와 공급의 매칭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음

(단기시설은) 기존의 인프라가 너무 굳건하게 있어서, 시설에 입소하려면 최소 일주일은 소요되더라고요. 

(참여자 C)

요양원들도 이미 대기자를 다 걸어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원이 항상 차있는 상황이고, 그 외로 받기

는 어렵고. 누가 사망하거나 요양원을 옮기거나 하더라도 이후에 대기자들이 다 있고, 그분들은 다 장기로 

하실 분인데 기관에서 저희를 위해서 단기적으로 할 이유가 사실은 없는 거예요. (참여자 B)

시범 자치구 중에서는 돌봄SOS센터 외 다른 자원을 활용해 추가 서비스를 발굴, 제공한 경우를 확인할 

수 있었음. 시범사업의 경험으로 실제 2020년 돌봄SOS센터 주거편의 서비스에는 기존 수리·보수 외 

청소·방역서비스까지 서비스 제공 범위에 포함되기도 하였음. 이는 돌봄 현장에서의 욕구가 하나의 서

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는 좀처럼 해결되지 않기 때문으로 통합 돌봄이 필요한 근거가 될 수 있음

원래 주거편의 서비스가 단순히 고쳐주는 것만 했었는데, 아무래도 청소랑 방역 부분이 계속 요구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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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작년 하반기부터 청소, 방역까지... 제공 가능한 기관이 있다면 추가해서 하라고. (참여자 B)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통해 거동이 불편하여 돌봄이 필요한 취약가구 392가구를 발굴하여 세탁수

거, 배송까지 책임지는 ‘찾아가는 세탁배송 서비스’ 제공 (사례집 E, 22)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구 돌봄지원팀과 동 주민센터에 경험과 역량이 있는 적합한 인력

이 배치되는 것이 중요했음. 서비스의 지속성과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지역 주민의 현황 파악을 통

해 돌봄 욕구를 상시 확인하고,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도 수요자 및 공급자를 지속적으로 관리, 소통하

는 것이 필요하였기 때문임. 돌봄SOS센터와 마찬가지로 충원 인력의 역할이 중요했던 찾동에서도 단

순 인력 충원을 넘어 현장에 투입된 인력이 업무에 적합한지 등 역할의 진단 및 전문성 발휘 가능 여

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하였음(김정현·김보영, 2017)

처음에 시범사업 시작할 때, 8급 이상 직원으로 돌봄매니저를 사전지정해달라고 요청했거든요. 동에서도 

경험 있으신 분들로.. 왜냐하면 이게 전반적인 복지서비스를 모르면 이 사람이 이 서비스가 필요한지 판단

이 안 되거든요. (참여자 A)

찾동 방문간호사분들한테 의뢰된 것도 되게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분들 타겟 자체가 65세 이상 어르신들

이다보니까, 아무래도 갔다가 도움 필요할 것 같으면 돌봄매니저한테 연계, 복지플래너들도 방문했다가 대

상자 있으면 매니저한테 연계. 거의 그런 게 대부분이에요. (참여자 A)

동 담당자들 경험도라든가, 역량이 좀 있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중략) 어느 정도 경험이 있는, 연차가 있는 

직원들로... 신규 충원했다고 신규 바로 투입하지 말고요. (참여자 D)

서울시는 돌봄SOS 자치구 추진체계에서 ‘돌봄SOS센터의 지속가능성 및 향후 확대추진 방안 논의, 

긴급돌봄, 일반돌봄 및 일상편의서비스 제공과 협력’을 위해 민관 거버넌스를 구성하게 하였음. 이로 

인해 개별 서비스 제공기관이나 지역 주민 등이 거버넌스에 참여 가능할 수 있게 되었으나, 우리동네 

나눔반장 사업단을 통한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참여하는 경우가 많았음. 이는 지역의 사회적경제 주체

들이 지역만의 자체 전략을 수립하는 등 지역기반 돌봄 제공의 핵심 동력이 될 네트워크를 이미 구성

하고 있었다는 점(김연아 외, 2019)이 작용했음을 알 수 있음. 일부 자치구의 경우, 정해진 인원이 아

닌 참여기관별, 동 주민센터별로 순번제 참석을 통해 발언 기회를 다양하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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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서 개별 서비스 제공기관의 의견 청취를 가능하게 하였음

동행지원, 주거편의, 식사지원 이런 세 가지 서비스에 있어서 동에서 우리동네 나눔반장한테 의뢰를 하면 

나눔반장이 기관 선택해서 그쪽으로 의뢰해서 주고, 나중에 서비스 끝나면 이 기관들이 결과보고서를 나눔

반장한테 주고 나눔반장이 그걸 동으로 주고 이런 식의 중간다리 역할처럼 작년에는 그걸 많이 했었고... 세 

가지 서비스 기관들이 회의도 하고, 저희 구청이랑 같이 회의도 하고, 어떻게 개선했으면 좋겠는지, 지금 건

의하고 싶은 사항이 있는지 이런 위주로 했었어요 (참여자 B)

소통회의는 분기마다 한 번씩 하고 있고, 아무래도 담당이 상반기, 하반기 바뀌기도 하고, 업무를 진행하면서 

소소하게 조정하고 협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어서 만나서 얘기를 드리고 얼굴도 익히고 해야지. (참여자 D)

구에서 이런 식으로 한다, 이런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동에서도 알 수 있고, 기관들도 ‘아, 내가 발

언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있구나’, 이런 걸 알게 돼서 좋아하시더라구요. (참여자 A)

돌봄SOS센터 초기 계획에서 사회적경제는 사회서비스원 종합재가센터나 기존의 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과 다른 역할이 기대되었음. 2018년 돌봄SOS센터 추진 기본계획에서 사회적경제가 지역의 돌봄 공동

체 강화와 서울형 돌봄모델 개발 등에 기여할 것으로 제시된 것이 근거임. 하지만 2019년 발간된 돌봄

SOS센터 운영 매뉴얼 등에서의 사회적경제의 역할은 공동체 구축에 기여하기보다 개별 서비스 제공기

관으로의 역할을 더 강조하는 것으로 보여짐(김연아 외, 2019). 한편, 자치구 차원에서는 사회적경제가 

기존의 복지전달체계 상에서 신속히 제공하기 어려운 일상편의 서비스를 공급하는 역할과 함께, 틈새 

돌봄을 위한 서비스 제공기관으로서 지역 내 신규 일자리 창출에 대한 바람이 있었음. 서울시 복지재단

의 연구에서도, 사회적경제는 일원화된 사업단을 통해 협력이 체계적으로 이뤄져 공공인 돌봄매니저의 

업무 진행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사업단의 운영이 지속될 필요가 있다고 하였음(정은하 외, 2019)

저희구는 일상편의는 다 사회적경제 조직들과 같이 하고, 돌봄서비스 협력단이라고 해서 사경센터에서 하

나 만드셔서, 거기서 통합창구 역할을 해주고 계시거든요. (참여자 D)

동행지원, 주거편의, 식사 같은 경우에는 하는 곳이 많지도 않고, 한다고 해도 지금 이 수가가 사실 수익이 많이 날 

정도는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오히려 좀 낮은 수준이고... (중략) 사회적경제 기관들은 어느 정도 사회에 공헌하

고 싶은게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조금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봉사의 마음을 플러스해서 하겠다... (참여자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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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SOS센터 사업의 효과는 단순히 돌봄의 영역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OO구 관내의 사회적경제 기업과

의 협약을 통해 병원동행 지원, 도시락 지원, 주거 편의 서비스 지원과 같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 

내 돌봄공동체 조성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내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사

례집 E,  발간사)

사회적경제 조직 스스로도 지역 기반의 사회적경제 기업이 지역에서 필요하고 요구되는 돌봄을 실현

하는 주체로의 성장을 위해 자원을 연계하고 새로운 사업 기회를 모색하는 등의 활동으로 이어가고 

있었음. 이는 사회적경제가 다수의 이해관계자들이 경영에 참여하는 조직의 성격으로 인해 역동성을 

가지고 조직 내부에서 사회에 유익한 논의가 이루어 질 수 있으며, 스스로가 생산자이자 소비자로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으로 여겨짐(김학실, 2017)

사회적경제에서 자체 간담회도 하거든요? 노후되고 열악한 가구는 계속 살펴줘야 되기 때문에... 추가사례

관리로 하면 좋을 것 같다, 작년에 그런 얘기가 있었고... 이번에 복지부에서 사회적경제 조직이랑 협력해서 

하는 공모사업17)이 있어서 선정이 돼서 하고 있어요. 주거에서는 이제 장기사례관리, 주거돌봄이 가능한 거

죠. 여러차례 방문해서 저장강박 같은 경우도 서비스를 해드릴 수도 있고. (참여자 D)

(참여 중인 사회적경제 기업에서) 요양보호사 중에 한 10명 정도를 청소전문교육을 시키셨다고 하시더라구

요. (중략) 인력풀을 만들어서 그분들은 이제 청소로 하신다고. (참여자 B)

사회서비스원의 종합재가센터는 2019년 7월부터 2020년 1월까지 5개 구에 개소하였고 2020년 내 

8개 구에 추가로 들어설 예정임. 현재까지의 종합재가센터의 위상은 수익 감소를 이유로 우호적이지 

않았던 기존 민간 업체와의 경쟁보다, 민간에서 기피하는 서비스 대상을 전담하는 돌봄SOS센터 지원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여짐. 이렇게 현장에서 느끼는 종합재가센터의 차이는 공공이 하는 돌봄 

서비스의 차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금까지의 사회서비스 시장에서 결핍되었거나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공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김진석, 2020; 양난주, 2020)는 의견을 뒷받침할 수 있음

아무래도 이제 종합재가센터는 조금 더 어려운 사람들... 민간에서 받아주기에는 어렵다 싶으면 돌봄매니저

들이 그쪽으로 많이 의뢰를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참여자 B) 

17)   2020년 사회서비스분야 사회적경제 육성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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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재가센터에서는 타구에서도 그렇고 좀 힘든 케이스를 하는 걸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으니까 (참여자 D)

서비스 제공기관과 관련하여, 다수의 자치구가 사회적경제나 사회복지기관들과의 협업 중심인데 비

해 자치구2에서 지역 소재 병원과 업무협약을 맺어 식사지원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 사례를 확인

할 수 있었음. 이들은 식사지원 서비스로 제공되는 환자용 도시락이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하는 서비

스 대상자들에게도 적합하고 수요의 변동으로 인한 손실도 사회공헌 차원에서 감안할 수 있는 수준이

라고 함. 더욱이 지역 내 배송은 지역 자활센터 연계를 통해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지역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효과로 나타남

(병원에서) ‘저소득층한테 사회공헌을 하겠다’ 이렇게 됐어요. (중략) (자활사업 참여자들이) 더 조심성 있

게 식사배달을 (하시게 됐죠)... 이거는 노동강도가 세진 않죠. 나라미는 막 들고 다니고 해야되는데, (도시

락 배송은) 그냥 조끼 입고 가서 어떻게 드셔야 된다 하고 설명하면 되는 부분이니까요. 이게 각 자치구 자

활 쪽으로 전파되고 있을 거예요 (참여자 C)

3) 돌봄SOS센터의 차이점과 변화

(1) 성과

돌봄SOS 센터로 인한 성과는 돌봄SOS센터의 목적인 돌봄사각지대 완화에서 두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2018년 실시된 찾동 담당자 대상 조사에서는 돌봄 서비스 필요 사례에 대해 병원 입원이 어

려운 상황에서의 긴급 돌봄이나 등급외 독거노인 및 장기요양 등급 판정 기간 동안의 돌봄 서비스 이

용 등이 나타났는데(정은하 외, 2018) 돌봄SOS센터는 시범사업을 통해서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대부분이 수급자나 차상위자예요. 기존에 동에서 돌보던 사람인데 지금까지는 연령기준에 안되니까, ‘아, 

저 사람 도와주고 싶은데...’ 했어도 안되다가 ‘이제 가능합니다’ 했더니 요청이 많이 들어왔고요. 지금도 

50~64세가 없지는 않아요. 동에서 이미 복지플래너들이랑 돌봄매니저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방문

을 가도 더 보는 거죠. 서비스가 필요한지 (참여자 A)

이렇게 초반에 개입을 하면 진짜 좋아지는 경우가 많다고 기관에서도 얘기하시더라고요. 장기요양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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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될 정도로 상태가 안 좋아서 장기요양을 신청하고 그 사이에 돌봄SOS를 했는데, 이 60시간 하는 동

안 너무 상태가 좋아지셨다고 (중략) 이분이 혼자서도 어느정도 일상생활이 가능해지는 그런 상황들도 있다

고 하시더라고요. (참여자 B)

“김OO님이 갑자기 건강이 악화되어 돌봄서비스가 필요하여 노인장기요양(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신청

하였으나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 판정결과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받은 경우”

기존 돌봄서비스: 신체적 기능 중심 판단(엄격한 평가 기준 적용) → 돌봄SOS센터: 돌봄SOS센터 자체 판

단(신체적 기능 저하 및 일상생활 유지 전반) (사례집 E, 27)

긴급돌봄 욕구에 대한 해소가 가능해진 점은 신속한 지원이 어려웠던 기존 제도를 보완하는 것임. 빠

른 대응속도는 대상자들의 서비스 체감도를 증가시켰고 이는 만족도 상승으로 이어짐. 기존 서비스 

체계에서는 긴급 대응에 한계가 있었지만 돌봄SOS는 즉각적으로 개입이 필요할 때 필요 서비스에 대

한 빠른 진단과 결정, 제공이 가능하였음. 더욱이 대상자에게 간소화된 신청 방식이 서비스 이용자의 

만족도를 상승시키는 것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짐. 대상자들이 서비스에 만족하는 것을 직접적으

로 느끼는 현장 담당자의 만족도도 동반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남

체감도도 높아지지 않았을까. 뭔가 요구를 했을 때 바로바로 되니까. (참여자 D)

“건강하던 홍길동 어르신이 계단에서 넘어지면서 골절상을 입어 우측 다리 전체를 향후 2개월간 깁스한채

로 치료를 받아야하는 상황”에서 도움 요청

기존 돌봄서비스: 최소 2주~3개월 소요 → 돌봄SOS센터 : 최소 3일~7일 소요 (사례집 E, 27)

그래서 이 사업이 만족도가 높아요. 실무하시는 돌봄매니저님들도 만족도가 높아요. 저희가 여쭤보면 현장

에서 고맙다는 소리를 너무 많이 들으시니까... 정말 고맙잖아요, 내가 밥 못 차려 먹는데 누가 와서 밥해주

고 청소해주고 (중략) 매니저들도 다른 사업 담당하는 것보다 이 사업 담당하면서 굉장히 보람도 느끼고 만

족도 높고, 대상자분들도 서비스를 받았을 때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요 (참여자 A) 

또한 하나의 서비스로 해결할 수 없는 돌봄 욕구를 통합적인 서비스 제공으로 완화할 수 있는 것이 장

점으로 확인되었음. 돌봄에서의 분절적 구조는 서비스 이용자의 상황에 따라 질과 양이 결정될 수 있

는데(김진석 외, 2019) 돌봄SOS센터를 기반으로 지역의 공공·민간 자원을 활용하여 통합적인 돌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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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수립 및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이용자가 필요한 다른 복지 서비스로 건너가는 다리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임

이제 저변이 점점 늘어나는 거죠. 작년 이맘때만 해도 보건소에서 ‘지나가는 신규사업인가보다’ 했지만 지

금은 오히려 방문보건을 하다가 대상자를 발굴해서 동에 연계까지 하니까요. 방문보건 때 괜찮았던 할머닌

데 갑자기 상태가 안 좋아졌다거나, 팔이 부러진 걸 발견했다거나... 골절환자, 고관절환자가 엄청 많아요, 

저희 대상 중에. (참여자 C)

조OO님의 척추수술 부위가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보다 장기적인 돌봄계획이 필요했습니다. 따라서 돌봄

SOS센터장, 돌봄매니저, 복지플래너, △△복지관직원들이 모여 민관협력 사례회의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

과 조OO님에게 지속적으로 △△복지관의 노노케어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였습니다. (사례집 F, 110)

일단 주거상태와 영양섭취가 불량하니 일시재가서비스를 연계하고 방문간호사님과 동행하여 건강상태 확

인과 301네트워크 연계도 필요해 보였습니다. (사례집 F, 40)

또한 돌봄을 제공하는 지방정부 담당자의 인식이 개선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이는 돌봄이 필요

한 상황을 인식하는 지방정부의 공급 재량을 넓혀주고 지원으로 인한 상황 개선을 체감하는 효과로 

이어지게 됨

사회복지직들이 이런 돌봄 서비스를 했었어야 했는데, (지금까지) 선정하고 중지하는 업무를 십몇 년 동안 해

온 거예요. (중략) (돌봄SOS센터 통해서) 저 사람을 한 달만 지원해주면 우리가 한 달에 1번 아니고 1년에 

한 번만 가서 챙겨봐도 (괜찮을 정도로 좋아질거다) 한 번 해보자, 하고 일시재가, 식사지원, 청소지원 서비스 

딱 제공해서 새집 만들어주고 하니까 ‘봐봐, 되잖아’ (이런걸) 알게 된 동은 스스로 돌아가죠. (참여자 C)

(2) 과정상의 어려움

처음 시도되는 사업이라 공공이나 민간에서도 서비스 대상자나 서비스 품질, 범위 등에 혼선이 있음. 

매뉴얼이나 시스템 등이 정비되지 않은 것으로 인한 현장의 어려움이 있으며 이는 현재 진행형임. 또

한 실적 관리에 대한 압박과 함께, 코로나19 대응으로 인한 인력차출까지 이어지면서 담당자의 업무

가 과중되는 경우가 발생함. 돌봄매니저가 현장 방문 및 돌봄회의 진행 등을 통해 돌봄 계획을 수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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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정은하 외, 2019) 아직 이러한 과업을 집중해서 수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

며 인력 충원이 완료된 이후 등 시스템이 정착하기까지의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전산시스템 관련해서 지금 시에서도 개발하고 있기는 해요. 9월 예정이라고는 하는데 자꾸 지연되고 있어

서 잘 모르겠어요. 시범적으로 운영해보고 내년에 본격 하지 않을까... (참여자 D)

이 사람이 적격한지, 욕구가 뭔지, 욕구의 시급성은 어떤지, 심각성은 어떤지, 이런거 파악해야 되고, 회의

록도 작성해야 되고, 돌봄계획서도 써야 되고, 모니터링도 해야 되고, 종결까지 다 해야 되니까. 업무적으로 

처리해야 될 게 많죠 (참여자 D)

코로나 때문에 2월 1일자로 왔는데 거의 바로 (코로나) 지원업무로 갔다가 7월 초에 왔거든요. 근데 한 달 

좀 하다가 이번에 또 불려갔어요, (참여자 D)

또한 서비스에 따라 낮은 수가나 기간의 제한이 있는 것이 서비스 제공기관을 추가로 확보하는 데에 

어려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남. 돌봄SOS센터 모델 운영에서의 양대 축은 공공 영역의 돌봄매니저와 

더불어 민간 영역의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서비스 제공기관의 안정적인 확보가 돌봄SOS센터의 원활

한 운영에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서비스 인프라 확충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상황임(정은하 외, 2019) 

일반 민간에서는 오히려 힘만 들고, 행정만 소비되고, 돈은 안 되는 상황이라 (안하려고 하고) (참여자 B)

동행지원서비스 같은 경우 1-2시간의 짧은 서비스 제공을 해야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서비스 제공

을 위해 제공 인력이 오고 가는데 투입되는 거리 및 시간과 비용이 비경제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례집 

G, 115)

신규 사업이 진행될 때 발생하는 행정적 문제에 관한 어려움이 주된 애로사항이었지만 한편으로 제도

의 취지를 이해하는 것에 있어 인식의 괴리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음. 이는 지금이 보편적 복지로 

전환되는 과정의 과도기임을 고려해야 하며, 지역사회에서 통합적인 돌봄을 제공하는 것은 경제적 지

위나 상황과 관계없이 돌봄의 욕구를 지닌 모든 시민을 대상이어야 하는 것(김진석 외, 2019)에 대한 

공감대 형성에 다소 시간이 필요함을 알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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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람한테 (서비스를) 해줘야 되냐는 거예요. ‘기준에 맞으면 해주는 게 맞다, 혼란스럽겠지만 이게 단순

한 복지서비스는 아니다, 돌봄 사각지대면 돌봄에만 포커스를 두고선 판단해야 된다, 우리 기준에 맞춰서’. 

근데 그렇게 (물어보는) 전화가 왔었어요. (참여자 A)

(3) 향후 계획

앞서 사업을 진행한 시범 자치구들은 1년여 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추진과제를 설정하고 있

었음. 돌봄SOS와 지역 자원을 연계하는데 있어 보건 분야와의 협업을 통해 시너지를 창출하는 것이 

그 중 하나임. 이는 동 주민센터에도 사회복지직과 간호직 공무원으로 돌봄매니저가 배치되는 것처럼 

보건과 복지 영역의 서비스 통합성이 가능해야 서비스 제공에 있어 실질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

기 때문임(김진석 외, 2019; 정은하 외, 2019)

이번에 보건소하고 OO병원사업단에서 당뇨식을 개발했대요. 보건소에도 방문보건대상자들이 있거든요, 

그걸 돌봄SOS랑 연계해서 당뇨식을 3달 정도 제공해서 당뇨변화율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런걸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참여자 C)

우리는 아직 의료기관하고는 미약해요, 연계하려고는 하는데 잘 안되고 있고... 주로 동단위에서 발굴해

서 (서비스 제공)하는 복지 쪽에 집중된 부분이 있어서요. 의료기관이랑 협약하거나.. 아니면 의료사례관리

사 있잖아요? 이분들도 사례관리를 하니까 그쪽이랑 연계해서 퇴원환자, 시설퇴소예정자 대상으로 대상자 

의뢰받아가지고 원스톱으로 퇴원과 동시에 서비스가 될 수 있게 하는 거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어요. 돌봄

SOS가 기존에 연계할 수 있는 자원이 있으니까. (참여자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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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결

○   돌봄SOS센터의 운영 원칙 중 포괄성과 보편성은 돌봄 욕구가 하나의 서비스로 해결되지 않고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통해 대응할 수밖에 없으며 소득이나 재산 기준이 아닌 욕구의 시급성과 

심각성을 고려해 모든 시민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함

○   시범 자치구의 사례에서처럼 돌봄 욕구가 있는 주민에게 서비스가 신속하게 통합적·연속적으

로 제공되고,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곳에서 떠나지 않아도 상태가 개선되는 효과를 확인할 수 

있음. 기존의 복지제도로는 지원할 수 없었던 주민들이 서비스 범위로 포함되면서 현장에서 느

끼는 인식의 차이도 존재하였으나 서비스 대상자와 제공자 모두가 만족하는 결과로 나타나기도 

하였음

○   포괄적 돌봄 서비스 제공은 301네트워크18)같은 보건과 복지의 연계를 시도하는 경우도 있었음. 

이는 지역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는 다양한 자원과 함께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는 것을 뜻함

○   공공이 서비스를 공급하고자 할 때 민간 파트너는 필수적인 요소임. 서비스 공급은 지방 정부의 

책임이지만 수요를 대면하는 공급 대상은 사회적경제 조직, 사회복지시설 등 민간 주체이기 때

문임. 또한 이들은 돌봄 서비스의 특성상 인접 지역 기반으로 활동하여 돌봄사각지대에 있는 주

민을 인지할 가능성이 높고 적합한 서비스를 연계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음. 이는 지역사회에서

의 돌봄 생산과 제공에 대한 당위성을 보여줌

○   분석 결과에서 사회적경제는 사업 준비과정, 민관 거버넌스, 서비스 종류, 서비스 제공기관 등

에서 언급되고 있음. 이는 사회적경제가 돌봄SOS 사업에서 애초 의도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

고 있다 하더라도 지역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주요 자원이며 협업이 가능한 파트너로 기

능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줌

○   일시재가, 단기시설 서비스 등 기존 사회복지 시설들이 제공 가능한 돌봄 서비스 외에 지역에서 

18)   2013년 서울시 북부병원에서 시작한 사업으로 사회서비스와 사회보험간의 분절로 인해 취약 계층에게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는 
       점에 주목하여, 보건-의료-복지 서비스가 통합되어 제공되는 모형으로 도입됨. 2019년 서울시는 서울케어-건강돌봄 시범사업을 시작하면서 
        301네트워크 연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소예경,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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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편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자원과 역량을 갖춘 곳은 대부분 사회적경제 조직들임. 이는 

민간 영리기업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 아닌, 사업 취지를 이해하고 수익성보다 사회적 가치를 

우선으로 고려할 수 있는 주체가 거의 없기 때문임

○   사회적경제가 우리동네 나눔반장 사업단(현 돌봄서비스 협력단) 같은 서비스 제공기관들의 컨

소시엄에 구성원으로 합류할 수 있는 것은 사회적경제가 협업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비교적 익숙하기 때문임. 더욱이 개별 사회적경제 조직이 지역에서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없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이 중간 매개체로써 적합한 서비스 수

요와 공급의 매칭을 도와 더욱 효과적인 지원과 연계를 가능하게 했던 것임 

○   물론 사회적경제 조직이 수요 예측이 어려운 서비스 물량을 전부 감당하거나 재고나 유휴 인력

을 보유하여 서비스에 신속하게 응대할 수 있는 것은 아닐 수 있음. 그러나 이러한 약점을 협업

으로 가능하게 했던 것은 지역 기반으로 자원을 연계하여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

었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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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언

○   본 연구의 목적은 지역사회 통합 돌봄에 있어서 지역 기반 사회적경제가 수행할 역할을 모색하

는 것임. 이를 위해 업무 담당자 인터뷰와 사례집 내용 분석을 통해 지역사회 통합 돌봄 사례인 

돌봄SOS센터를 살펴보았음

○   분석 결과에 따르면 사회적경제는 기존 사회복지시설로는 충분하지 않아 부족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원이자, 민관 거버넌스를 구성하는 주체, 조직간 네트워크를 통해 지역에 필요한 추

가 서비스를 개발하는 생산자로 나타남. 대규모 시설과 비교하면 공급 역량이 열악할 수는 있지

만, 지역에서의 통합 돌봄을 제공하는 것에 기여하고 있으며 협업이 가능한 주체로 여길 수 있

다는 것임

○   돌봄 욕구가 보편성을 지닌다는 것이 욕구를 충족하는 수단도 보편적이어야 한다는 것은 아님. 

오히려 개별적이고 관계성을 가진다는 측면에서 돌봄을 제공하는 것은 다품종 소량생산이 필요

하고 그래서 돌봄 서비스 공급에 민간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근거가 됨(조남경, 2017)

○   물론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시장화된 돌봄의 품질관리 등 공공의 

역할이 필요한 것은 사실임. 그러나 돌봄에도 경제성과 효율성을 따지게 되면서부터 개별 대상

자 욕구를 충족시키는 다양한 돌봄 제공보다는 표준화를 통해 제도의 용이성을 더 강조하는 방

향으로 돌봄이 제공되게 됨(김용득, 2017; 주현정·김용득, 2018)

○   따라서 돌봄 서비스의 생산과 공급에는 공공 외의 다양한 주체의 참여를 확대해야 함

- 공동 생산(co-production)은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서비스의 특성으로 인해 제

공자와 이용자가 서비스를 공동으로 생산하는 것’을 뜻하는데(Ostrom, 1996) 돌봄 서비스는 

공동 생산이 가능한 영역으로 여겨짐. 공동 생산 체계 안에서 시민은 제품을 소비하는 소비자

결론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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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생산 과정에 참여하는 생산자로의 능동적인 역할을 기대할 수 있게 됨

- 공동 생산에 참여하는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는 수평적, 호혜적인 관계로 문제에 대한 해결

책을 공동으로 찾기 때문에 서비스의 효과를 높일 수 있음(Boyle et al., 2010; Wilson, 

2001). 앞서 살펴보았던 영국의 커뮤니티케어 추진사례에서도 서비스 이용금액을 현금으로 

이용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제도 등을 통해 이용자의 선택권을 가능하게 하였고 이를 공동 생

산 모델로 활용하도록 장려하고 있음(주현정·김용득, 2018: 252)

- 공공성 실현의 관점에서 보면, 돌봄이라는 사적 영역의 문제가 공적인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이해관계자들의 자유로운 의사소통 과정을 통해 공공을 포함한 공동체가 공적으로 인지된 돌

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비용과 책임을 감당하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음(양기용, 2013)

-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조직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공동 생산으로 이루어진다는 점

(Pestoff, 1992)에서 지역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공공성을 추구할 수 있는 조직임. 

또한 돌봄 서비스는 공동 생산되는 대표적인 관계재이자 경험재로, 신뢰와 협력이 바탕이 된 

상호작용이 가능하지 않으면 서비스의 질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Pestoff, 2009; 윤길순·

최우석, 2015) 지역 주민이 믿을 수 있는 조직이 공급하는 서비스가 필요함

○   또한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고, 제공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회서비스 수요를 발굴해내고 기획하

는 주체가 공공이 되어야 함. 전국·광역 단위의 사업보다 시군구 단위의 작은 사업들이 계속 기

획되어야 하고 이러한 사업의 서비스 공급 주체가 지역사회에서 나와야 할 필요가 있음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지자체에서 지역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사회서비스를 발굴하고 

추진하는 사업임. 이런 유형의 사업은 기초 지자체의 기획으로 지역 맞춤형 사회서비스 전달

체계를 구성할 수 있음

- 이 사업의 제공기관은 다양한 형태로, 사회복지법인 등을 제외하면 수익추구 영리기관이 많

고 이들이 지역 공동체에 기여하는 기관인지에 대한 검증이 어려움. 또한 제공기관 간의 경쟁

이 치열하게 되면 수익 창출을 극대화하기 위해 규정 준수 등 품질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제공 인력의 고용 안정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음(장소현·이용갑,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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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비영리법인이며 다중이해관계자 조직으로 조직원 간의 민주적 거버

넌스가 제도화 되어있음(윤길순·최우석, 2015). 사회서비스 분야는 노동집약적으로, 조직원

들이 생산하는 서비스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면서도 동시에 이들의 고용조건, 적정 소득에 

대한 문제도 고민할 수 있다는 것임. 따라서 사회적경제는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면서도 제공

하는 서비스 품질의 동반 상승을 거둘 수 있음

○   ‘공공이 책임지는 사회서비스 창출’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지역에 설립될 서울시 사회서

비스원 종합재가센터와 지역 복지자원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

- 사회서비스원 종합재가센터는 공공이 서비스의 품질과 근로자의 처우개선을 동시에 충족시

키면서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시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설립되었음. 그러나 아직 초기 

단계로 종사자의 처우개선 외 체감할 수 있는 인프라 확충이 미흡함(최현수 외, 2019)

- 현재까지의 사회서비스원의 활동이 종합재가센터를 통한 찾동·돌봄SOS 수요 대응에 집중되

면서, 원래 취지처럼 공공과 민간 동반 발전 전략을 마련하기보다 민간 기관과 지역 복지사업

을 두고 경쟁하는 구도로 여겨지는 경향이 있음

- 사회서비스원이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을 달성하기 위한 소임을 다하려면 사회적경제 등 지역 

복지자원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 내 사회서비스 공급 체계를 협의 구성하여 시너지를 창출할 

필요가 있음. 예를 들어 각 자치구에 종합재가센터나 데이케어센터 개소를 준비할 때도 지역

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회적경제 조직이나 비영리법인 같은 기존 복지자원과의 협의를 통해 

서로의 역할을 확인한다면 지역 내 돌봄 공백을 채우는 것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 지역의 영

리기업도 종합재가센터가 경쟁 상대가 아닌 상생 모델로 여길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

이 필요함

○   공공에서 돌봄 공백을 없애는 새로운 서비스 제공을 구상하거나 서비스 제공 범위를 확대할 때 

이를 함께 수행할 수 있는 파트너가 필요하고, 이들은 공공성을 지니고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어야 함

- 사회적경제 조직은 지역 맞춤형 서비스 기획을 할 때 동종·이종 네트워크를 구성하거나 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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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로서 기능할 수 있음. 이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정체성이 스스로가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와 연결되어 있으므로 기업의 정체성을 지키고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비교적 유연하게 정책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기 때문임

- 인천시의 경우 2016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사회적경제 기업이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진입할 수 있게 시청과 구청,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이 협업하였음. 이들의 목적은 부족했던 

서비스 제공기관을 육성하고 지속 가능한 운영을 할 수 있게 지원하는 것이었으며 사업에 참

여한 사회적경제 조직은 매출액과 이용자 수에서 확연한 성장세를 보일 수 있었음(장소현·이

용갑, 2017)

- 점차 사회서비스의 제공 범위가 확대된다면 서비스 대상자 중 일부는 현재와 같은 공적 지원

을 받는 것이 불가능할 것임. 서비스 제공에 따른 대가를 이용자가 부담해야 된다면 공공성을 

지니면서도 질 좋은 서비스를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할 수 있는 조직들이 많이 등장해야 함. 

사회적경제는 이러한 점에서 지역사회에 필요하며, 사회적경제 기업의 증가와 함께 창출되는 

일자리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음

○   강북구 사회적경제는 지역 내 돌봄 서비스 제공 및 역량 개발 도모, 자원 연계를 위한 강북구 돌

봄 네트워크를 구성, 운영하고 있음

-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과 사회적경제 당사자 기업의 연계로 강북구 돌봄 네트워크가 구성

되어 있음. 현재 돌봄 네트워크는 강북구 돌봄SOS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네트워크에는 돌

봄 분야 사회적협동조합19)을 비롯해 다양한 사회적경제 기업이 속해 있음. 또한 지역 내 다양

한 지원조직도 참여해 돌봄 네트워크의 자원 연계를 강화하려는 시도 중임

19)   2020년 협동조합 유공 국무총리 표창 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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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 강북구 돌봄 네트워크 참여 조직

구분 조직명 조직유형

제공가능
서비스

일시재가 사회적협동조합 강북나눔돌봄센터 사회적기업

주거편의

사회적협동조합 강북행복한돌봄 마을기업

협동조합 둥지하우징 자활기업

협동조합 모두하우징 협동조합

꺠끗한쿱 협동조합 협동조합

주식회사 동행 사회적기업

건강지원 해든마음돌봄 사회적협동조합 (예비)사회적기업

식사지원 행복한반찬가게 협동조합 (예비)사회적기업

지원조직

강북구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

삼양주민연대 비영리법인

강북지역자활센터 자활지원조직

서울시동북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 돌봄종사자 지원조직

자료: 강북구청 내부자료

 

- 또한 강북구 조례20)에 의거해 민관학 거버넌스21)를 기반으로 도출된 ‘제2기(2021~2024) 강

북구 사회적경제 활성화계획’에는 ‘사회적경제 돌봄 체계 구축’이 포함되어 있음. 이는 사회

적경제가 다양한 돌봄사업을 연계하여 돌봄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에 기여하고 지역 사회적

경제를 비롯해 자원봉사자, 주민조직, 주민자치회 등과의 협업을 통해 신규 돌봄 의제 발굴 

및 조직 육성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임

- 물론 사회적경제 기업 간의 역량 수준에 차이가 있으므로 기존의 복지자원보다 항상 나은 대

안이라고 주장할 수는 없음.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지역에서 지속가능하게 사회적 목적을 달

성하기 위해 지역사회에 신뢰를 쌓아가는 것이 필요함. 지역에서 하는 기부·봉사활동에서부

터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의 지정22)등은 사회적경제 기업의 존재와 필요성을 인지

하게 할 것임

○   따라서 지역사회 통합 돌봄에서 강북구 사회적경제에게 기대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지원하는 

공공의 방안을 아래와 같이 제안함. 이는 앞서 확인된 것처럼 사회적경제가 복지자원이자, 사업

20)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레 제5조(사회적경제 활성화 계획 수립·시행)

21)   민(강북구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강북구사회적경제협의회), 관(강북구청), 학(한신대학교 민주사회정책연구원)으로 구성

22)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은 보건복지부가 지정하며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으로의 추천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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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너이며, 지역주민 당사자임에 근거함

지역사회 통합 돌봄의 효과적인 제공 및 사회적경제 참여 기회 확대

○   지역사회 통합 돌봄 관련 사업 지속 참여하면서 강북구에 필요한 맞춤 서비스 연계

＊ 관내 중증장애인 및 독거노인 대상 추진 중인 ‘찾아가는 맞춤형 세탁서비스’를 확대해 찾동, 돌봄SOS 등으로 

발굴된 취약계층에게 서비스 연계 가능

○   서비스가 필요했던 더 많은 주민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으로의 홍보가 필요

＊ 성동구는 구 소식지, 구청 홈페이지, 리플릿, 현수막 등 기존의 온·오프라인 홍보 매체를 활용함과 동시에 공동

주택(아파트) 미디어 보드 및 관리비 고지서를 활용해 돌봄SOS센터 사업을 홍보

○   지역 신규 복지자원 확보 위해 돌봄 분야별 사회적경제 조직 연계 강화

-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중요해진 지역 내 돌봄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인 외에도 아동·청소

년, 이주여성 등을 대상으로 사회서비스 제공하고 있는 지역 사회적경제를 연계할 수 있을 것

임. 정부에서도 돌봄이 필요한 영역에 대해 사회적경제를 활용한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음

＊ 보건복지부는 개인 운영 비율이 약 70%에 달하는 지역아동센터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사회적협동조합이나 

비영리법인으로 전환을 권장하고 있음(지역아동센터 공공성 강화 선도모형 시범사업)

지역 맞춤형 사업 발굴 및 추진 시 부서 간 협업 독려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등 사회적경제 활용할 수 있는 지역 돌봄 맞춤형 사업 추진 시 부서 

협업 통해 시너지 효과 창출

- 협력과 연대가 더욱 필요한 뉴 노멀 시대에 공동의 목표를 가진 지역 맞춤형 사업 추진하면서 

부서간 협업 이뤄진다면 한정된 자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음

＊ 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는 2018년 ‘지역사회 중심의 자치·돌봄·재생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

결하며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행정안전부)-커뮤니티케어(보건복지부)-도시재생(국토교통부) 관련 정책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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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성 제고를 위해 협력 사업23)을 추진하기로 함

- 중앙 부처에서도 ‘지역사회 회복’이라는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 협업 중으로, 강북구에서

도 돌봄SOS(복지정책과)와 사회적경제(마을협치과)와의 사업 구상을 통해 지역에 필요한 맞

춤형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임. 이러한 협업구조가 정착된다면 더 나아가 돌봄 대상 확대

(아동 등)24)같이 사업 규모 확장 및 돌봄 자원 추가 확보로 보다 지역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임

지역 복지자원 효율적인 분배를 위한 사전 협의 진행

- 사회서비스원 종합재가센터, 데이케어센터 등 신규 시설·서비스 도입 전 지역 내 이해관계자

들과의 협의 및 사전조사를 통해 복지자원 배분의 효과성을 증진

[표 5-2] 사회적경제 역할 수행을 위한 공공의 지원방안

구분 내용

지역사회 통합 돌봄의 
효과적인 제공 및 

사회적경제 참여 기회 확대

◦ 돌봄SOS센터 등 사회적경제 활용할 수 있는 정부 지역사회 통합 돌봄 사업에 
지속 참여하면서 지역에 필요한 서비스 추가 연계 (세탁서비스, 정서지원 등)

◦ 서비스 제공 확대 위해 다양한 방식의 홍보 필요 (아파트 관리비고지서 등)
◦ 돌봄 사각지대 해소 위한 신규 복지자원 확보 위해 사회적경제 조직 연계 강화

지역 맞춤형 사업 발굴 및 
추진 시

 부서 간 협업 독려

◦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등 지역 맞춤형 사업 추진 시 부서 협업 통해 시너지 
효과 창출 (사회적경제-노인돌봄, 아동·청소년 돌봄 등에 관련 부서간 협업 가능)

지역 복지자원 
효율적인 분배를 위한 

사전 협의 진행

◦ 지역 복지자원의 효과성을 증진하기 위해 신규 시설 입지 및 제공 서비스 결정 
등에 상생 도모할 수 있는 방향의 사전조사 및 협의 진행

23)   지역주민들의 케어수요 발굴 및 맞춤형 의료·복지서비스 연계를 지원(복지부)하고, 이를 위한 공간을 조성(국토부)하며,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 전달 체계를 구축(행안부) (보건복지부, 2018)

24)   우리동네키움센터는 2018년 첫 설치되어 서울 전역으로 확대중인 초등생 공적돌봄 인프라이며, 현재 마포구 성산2동 우리동네키움센터
(마포공동육아 사회적협동조합 위탁), 성북구 별별재미난교실우리동네키움센터(성북구마을사회적경제센터 위탁), 광진구 광진6호점우리
동네키움센터(정함 사회적협동조합 위탁) 등이 사회적경제 조직을 센터 운영기관으로 선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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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과제

○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서울시 돌봄SOS센터 조기 시행으로 기존의 연구계획이 수정되면서 지

역 사회적경제의 돌봄 서비스 공급 역량 확인과정이 생략되었음. 그러나 향후 돌봄 분야 강북구 

사회적경제의 중장기적인 지속가능성 및 확장성 확인 차원에서의 진단은 필요하다고 여겨짐

○   또한 서울시 돌봄SOS센터를 커뮤니티케어에서의 사회적경제 참여 사례로 살펴보았으나 아직 

길지 않은 수행기간으로 인해 사업 취지와 목적이 실현되었다고 하기에는 사업 초기의 한계가 있

었음. 따라서 보건복지부 지역사회 통합 돌봄이나 사회서비스분야 사회적경제 육성지원 사업 등

과 함께 사업 결과가 충분히 축적된 이후 사회적경제 참여 수준과 성과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음

○   끝으로, 공공이 사회서비스를 직접 생산, 공급하지는 않지만, 스스로를 관리의 주체로 인지하고 

공급을 조정하는 것에 책임 있는 태도를 취할 수 있는 사업환경 조성이 필요함. 따라서 담당자

가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자원과 역량 강화 지원과 더불어, 새로운 돌봄 서비스 공급체

계를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지역 맞춤형 서비스 제공·운영 경험이 쌓인 타 지자체 사례를 모아 

살펴보는 것도 의미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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