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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양적 확대와 사회서비스 품질평가 제도가
정착기로 접어들면서 사회서비스에 대한 품질관리 요구가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사회서비스의 양적 확대에 집중하여 왔으
며, 그 결과 양적으로 성장하여 왔다. 그러나 사회서비스에 대한 양
적 성장에 비해 품질관리에 대한 부분은 부족한 모습을 보이고 있
다. 이에 따라 정부와 학계를 중심으로 현행 사회서비스 품질평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사회서비스 품질관리를 위한 평가방법 및 평
가지표 개발 등 다양한 제도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계점
이 존재하고 있다.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관점의 지표체계로 인해 진
정한 사회서비스에 대한 품질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현
행 사회서비스 품질평가를 서비스 품질에 대한 실질적인 평가가 이
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하기 위한 사회적 요구들이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서비스 품질 모형에 대한 논리적 분석을 통해, 제4
기 사회서비스 품질평가를 위한 평가 모형 개선 방향성 도출을 목
적으로 하고 있다. 서비스 품질모형과 공공부문 서비스 품질평가 모
형, 현행 사회서비스 품질평가 모형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해 문제점

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4기 사회서비스 품질평가의 개선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논리적 모형에 근거한 사회서비
스 품질평가의 방향성을 설정함으로써 향후 평가를 위한 지표개발
및 평가지표의 신뢰도 타당도 검증 등의 연구에 기초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서비스 품질모형에 대한 이론적 탐색과 우리나라의 서
비스 품질평가 모형에 대한 비교 분석을 바탕으로 현행 사회서비스
품질평가 모형 및 해외 품질평가 체계에 대한 비교를 통해 사회서
비스 품질평가의 기초적인 방향성을 설정하였다. 이후 전문가 자문
을 바탕으로 현행 사회서비스 품질평가 모형의 문제점 검토 및 사
회서비스 품질평가 모형 개선 기준을 설정하였다. 사회서비스 품질
평가 전문가와 정책평가 및 공공기관 경영평가 전문가로 구성된 전
문가 집단을 활용하여 제4기 사회서비스 품질평가 모형의 개선을
위한 여덟 가지 개선방향 및 품질평가 모형(안)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제시된 현행 사회서비스 품질평가의 문제점은 사회서비스
품질평가 모형 구성의 문제, 평가지표의 문제, 평가주체의 문제, 평가
방법의 문제점으로 정리해볼 수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최소기준과 서비스품질평가 기준
의 상호보완, 과정품질과 결과품질의 고른 반영, 공급자/전문가에서
이용자로의 평가 주체 전환, 사회서비스의 공익성 추구, 서비스품질평
가 근원 모형의 변경, 평가방법의 개선, 사회서비스 품질평가를 위한
시스템 개발 및 활용, 평가결과의 활용 및 사후관리라는 여덟 가지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현행 사회서비스 품질평가 모형이 가지는 한계점을 지적
하고, 이론적 논의의 바탕에서 사회서비스 품질평가의 개념적 모형으

로 나아가는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는데 의의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연구의 내용 및 주요 방법이 문헌연구와 개념연구에 집중되어 나타나
고 있으며, 실증적 차원의 검증이 필요한 연구라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 개선모델을 활용한 서비스 품질평가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평가지표의 개발, 평가지표에 대한 신뢰도 및 타당성 검증, 피평가 기
관에 대한 평가모형 및 지표공개 및 컨설팅의 일련의 실무적이고 실
증적 차원의 연구들이 추가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김인수 부연구위원을 연구책임으로 하여 배유진 연구위
원, 최기정 전문연구원, 최솔지 전문연구원, 정서현 위촉연구원 등이
참여하였다. 연구진 이외에도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관련부서의 공무
원, 사회서비스 품질평가 및 정책평가 전문가, 본 원의 사회서비스 품
질평가 관련 사업부서의 직원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많은 조언과 더
불어 다양한 대안을 제시해 주었다. 또한 연구의 계획단계부터 최종
탈고에 이르기까지 세심한 조언과 의미 있는 비판을 아끼지 않으신
임직원분들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한다. 특히 연구수행과정에서
보여준 사회서비스 관련 종사자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동의 마음
을 전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제시된 견해는 연구진의
개인적 견해이며, 본 원의 공식적 견해가 아님을 밝혀 둔다.

2019년 12월
사회보장정보원장

임 희 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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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Ⅰ.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양적 확대와 사회서비스 품질평가 제
도가 정착기로 접어들면서 사회서비스 품질평가에 대한 개선
의 요구가 나타나고 있음
◯ 정부와 학계를 중심으로 현행 사회서비스 품질평가의 문제점
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고 있음

□ 사회서비스 품질관리를 위한 평가방법 및 평가지표 개발 등 지
속적인 제도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계점이 존재하고
있음
◯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관점의 지표체계로 인해 진정한 사회서
비스에 대한 품질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이에 현행 사회서비스 품질평가를 서비스 품질에 대한 실질
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함
- i -

□ 본 연구에서는 서비스 품질 모형에 대한 논리적 분석을 통해,
제4기 사회서비스 품질평가를 위한 평가 모형 개선 방향성 도
출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서비스 품질모형과 공공부문 서비스 품질평가 모형, 현행 사
회서비스 품질평가 모형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고자 함
◯ 이를 바탕으로 제4기 사회서비스 품질평가의 개선을 위한 방
향성을 제시하고자 함
◯ 논리적 모형에 근거한 사회서비스 품질평가의 방향성을 설정
함으로써 향후 평가를 위한 지표개발 및 평가지표의 신뢰도
타당도 검증 등의 연구에 기초를 마련하고자 함

2. 연구내용 및 방법
□ 본 연구의 목적인 제4기 사회서비스 품질평가 모형개선방향
도출을 위하여 네 가지 연구를 실시하였음
◯ 첫째, 서비스 품질평가에 대한 이론적 탐색을 실시하였음
‑ 이를 통해 서비스 품질관리 모형에 대한 탐색과 비교, 공
공서비스 품질평가 모형에 대한 탐색과 비교를 수행하였음
‑ 특히 선행연구를 통해 우리나라의 공공서비스 평가모형을
탐색, 비교 분석함으로써 품질평가의 의의와 우리나라의
품질평가 진행방향 등을 탐색하였음
‑ 품질평가 모형의 이론적 토대와 방향성 등을 활용하여 모
형 개선을 위한 기준 및 방향성을 수립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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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현행 사회서비스 품질평가 모형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음
‑ 현행 품질평가 모형의 체계를 분석하고, 이론적(개념적)
모형 및 선행연구들과 비교를 통해 현행 품질평가 모형이
가지는 한계점과 문제점을 분석하였음
◯ 셋째, 사회서비스 품질평가의 개선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였음
‑ 이론적 탐색, 현행 품질평가 모형 분석을 통한 문제점 파
악을 바탕으로 사회서비스 품질평가의 개선 방향성을 제
시하였음
‑ 단순히 제4기 사회서비스 품질평가를 위한 모형 개선(안)
뿐만 아니라 향후 사회서비스 품질평가의 방향성까지 제
시하였음
‑ 이를 실현하지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들(시스템 개발 및
운영, 사후관리의 적용, 결과의 활용 등)에 대해서도 제시
하였음
◯ 넷째, 제4기 사회서비스 품질평가를 위한 평가모형 개선(안)
및 이를 적용한 평가체계(평가 차원 및 세부항목, 평가지표
개발을 위한 내용 등) 개선(안)을 제시하였음
‑ 2022년부터 시작되는 사회서비스 품질평가 전반에 대한
방향성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 개선(안)을 제
시하였음

□ 본 연구는 서비스 품질 모형에 대한 논리적 분석을 통해, 제4
기 사회서비스 품질평가를 위한 평가 모형 개선 방향성 도출
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제4기 사회서비스 품질평가의 개선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
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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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단순히 방향성 제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내용이 실제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기 위한 기초
마련을 도모하였음
◯ 논리적 모형에 근거한 사회서비스 품질평가의 방향성을 설정
함으로써 향후 평가를 위한 지표개발 및 평가지표의 신뢰도
타당도 검증 등의 연구에 기초를 마련하는 것을 본 연구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음

Ⅱ. 이론적 논의
□ 우리나라에서 사회서비스가 강조되고 있는 것은 돌봄에 대한
사회적 환경변화에 따른 것임
◯ 초고령사회로의 급속진전,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
핵가족을 넘어서 1인가구의 급속한 확산 등과 함께 장기적인
저성장으로 대표되는 경제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돌봄에 대한
주체가 변화하게 되었음
‑ 과거 전통적인 사회에서 돌봄에 대한 주체는 가정과 가족
구성원으로 한정되어 있었음
‑ 그러나 환경변화로 인하여 돌봄에 대한 사회적 책임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그 결과 사회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수요
가 급증하게 되었음
‑ 사회서비스에 대한 급격한 수요 증가로 인해 공공부문을
통한 공급에 한계에 직면하게 되었으며, 사회서비스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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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장기제를 도입하는 계기가 되었음

□ 사회서비스에 대한 시장기제의 도입은 공급자(공공부문 및 민
간부문)와 이용자 간의 관계에 대한 재구조화를 촉진하였음
◯ 기존의 공공부문에 의한 사회서비스 제공이 제한적인 이용자
를 대상으로 일방적인 방향으로 제공되었다면, 민간부문으로
의 확대를 통해 이용자가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사회서비
스 제공과정에 대한 이용자의 참여 요구가 높아지게 만들었음
‑ 민간부문의 비영리기관(사회복지재단 등) 뿐만 아니라 영
리목적의 기관까지 사회서비스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권장 하면서 이용자들의 요구가 사회서비스 제공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되게 되었음
‑ 이용자 요구반영 증가는 자연스럽게 사회서비스 품질 향
상에 대한 내용으로 연계되었으며, 사회서비스에 대한 품
질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는 계기가 되었음

□ 서비스 품질은 해당 서비스가 마땅히 가져야할 기준을 의미함
◯ 다만 서비스는 일반 물품과 달리 무형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서 객관적이고 절대적인 상태가 아닌 해당 서비스 이용자가
주관적이고 상대적으로 지각하는 정도를 의미함

□ 서비스 품질평가는 서비스 이용자의 기대와 지각의 척도
(Measure, 차이)를 측정하는 것을 의미
◯ Lewis & Booms(1983)는 서비스 품질은 사용한 서비스에 대
한 고객의 기대(expectation)와 지각(Perceive)의 일치정도를
의미한다고 하였음
◯ Parasuraman, Zeithaml, and Berry(1988)은 해당 서비스가 바
- v -

람직하다 지각되는 기준에 부합한다고 인식하는 정도라고 하였음
◯ 즉, 서비스에 대해 기대되는 이상적 기준과 실제 서비스 수행
을 통해 얻게 되는 지각된 성과의 차이(Gap)를 통해 서비스
에 대한 품질을 평가하게 되는 것임

□ 고객만족과 서비스 품질의 차이는 이를 평가하는 내용과 관
점, 기대에 대한 개념 등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
◯ 고객만족은 해당 서비스에 대해 사전에 기대했던 것보다 만족하
였는지를 묻는 감정에 기반한 평가라면, 서비스품질은 각 서비스
항목에 대해서 얼마나 우수하다고 판단하는가를 평가하는 것임
◯ 고객만족은 서비스 이용자의 관점만을 고려한다면 서비스품질은
서비스 이용자뿐만 아니라 제공자의 관점까지도 고려하게 됨
‑ 고객만족에서는 제공할 것이라 느끼는 기준과 실제 경험
수준의 차이를 만족이라고 하는 반면, 서비스품질에서는
서비스에 대한 규범적인 기준과 실제 경험 수준과의 차이
를 품질이라고 정의하고 있음
◯ 고객만족과 서비스 품질이 다르게 정의되고 있기는 하나 서
비스 품질관리라는 측면에서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만큼 사
회서비스 품질평가 모형 연구에 있어 두 가지 요소를 고루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사회서비스

품질평가에는

기본적으로

이론적

모형으로는

Gronroos의 북유럽 모형, SERVQUAL모형, 삼요소 모형, 다
단계 모형, SERVPERF모형 등이 있음
□ 서비스품질에 대한 개념적 정의에 있어 Gronroos모형과
SERVQUAL모형에서는 기대와 성과의 차이로 규정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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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SERVPERF모형은 지각된 성과로 제시하고 있음
◯ 기대에 대한 개념은 Gronroos모형과 SERVQUAL모형에서
규범적인 기대를 제시한 반면, SERVPERF모형은 기대를 측
정하지 않고 있음
◯ 평가를 위한 모형의 차원과 항목은 Gronroos모형이 3개 차
원 10개 항목을

SERVQUAL모형과 SERVPERF모형은5개

차원의 22개 항목을 제시하였음

<서비스 품질평가 모형 비교>
구분

서비스품질

기대

차원 및
항목

연구자

북유럽모형

기대-성과

규범적 기대

3개 차원
10개 항목

Gronroos(1984)

SERVQUAL

기대-성과

규범적 기대

5개 차원
22개 항목

Parasuraman &
Zeithaml,
Berry(1988)

SERVPERF

지각된
성과

측정안함

5개 차원
22개 항목

Cronin &
Taylor(1992)

자료 : 우양호ㆍ홍미영(2004) 일부 발췌Ⅱ. 이론적 논의

Ⅲ. 사회서비스 품질평가 모형 분석
□ 우리나라의 서비스 품질평가 모형은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음
◯ 민간부문의

서비스

품질평가

모형은

한국서비스품질지수

(KS-SQI)가 대표적이며, 공공부문 서비스 품질평가 모형은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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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고객만족도(KCSI-PS), 서울서비스품질지수(SQI)가 대표적임
‑ 특히 서울서비스품질지수는 서비스 품질에 대한 부분과
조직의 잠재력 부분을 각각 평가한 후 종합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음
‑ 잠재력 부분은 전문가에 의해 조직이 갖추어야할 기준의
충족여부를 중점적으로 평가하며, 서비스 품질부문은 이용
자에 의한 품질평가로 이루어지고 있음

□ 현행 사회서비스 품질평가 체계의 문제점은 크게 세 가지로 구
분해 볼 수 있다. 첫째, 품질평가 모형 자체의 문제점, 둘째, 평가
지표의 문제, 셋째, 평가수행 주체의 문제로 구분해 볼 수 있음
◯ 첫째, 사회서비스 품질평가를 위한 평가모형 구성의 문제임
‑ 현행 사회서비스 품질평가 모형은 SERVQUAL모형의 이
론적 체계를 따르고 있다고 제시하였으나, 실제는 이를 제
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임
‑ 또한 과정에 치우친 평가 모형으로 구성되어 있음
‑ 사회서비스 품질평가에 있어 서비스 품질과 이용자 만족
도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음
◯ 둘째, 대부분의 평가지표가 서비스 품질이 아닌 기관 운영에
대한 지표로 구성되어 있음
‑ 기관운영이나 제공인력 관리 차원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
는 기관을 운영하는데 있어 필요한 부분을 평가하기 위한
평가지표로 구성되어 있음
‑ 이용자가 아닌 기관의 입장에서 개발된 항목과 지표들이
사용되고 있음
◯ 셋째, 이용자에 의한 평가가 아닌 기관 관계자와 전문가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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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이루어지는 평가임
‑ 현행 사회서비스 품질평가는 기관관계자에 의한 자체평가
와 전문가에 의한 현장평가로 이루어져 있음
‑ 서비스 품질평가에 실제 이용자들의 의견 반영이 이루어지지 않
고 있으며, 평가결과가 이용자의 선택에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
◯ 넷째, 품질평가 방법과 관련해서 정량평가의 방법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
‑ 현행 사회서비스 품질평가는 전문가들에 의해 지침 마련
여부만을 평가하여 점수에 반영되는 형식임
‑ 해당 지침이 실제 활용 가능한 내용으로 잘 구성되어 있
는지,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잘 지켜지고 있는지와 같은
사항들은 평가할 수 없는 구조라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음

Ⅳ. 사회서비스 품질평가 모형 개선 방안
1. 모형 개선 기준
□ 본 연구에서는 사회서비스 품질평가 모형 개선방향 제시를 위
하여 과정품질과 결과품질의 균형적 고려, 기관 운영에 대한
지표에서 서비스 중심 지표로의 전환, 공급자/전문가 중심에
서 이용자 중심 평가로의 전환,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반영이
라는 기준을 수립하였음
◯ 과정품질과 결과품질의 균형적 고려
‑ 과정품질 중심의 현행 사회서비스 품질평가 모형에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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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의 요소를 반영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서비스 이용의 결과로 나타날 수 있는 결과에 대한
이용자의 지각을 측정하고 평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
이 필요함
◯ 최소기준 평가에서 품질관리 방안으로 전환
‑ 궁극적인 의미의 사회서비스 품질평가는 기관운영을 위한
최소기준의 제시가 아니라 실질적인 서비스 제공과정 및
결과에 대한 측정과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평가모형
및 체계를 전환할 필요함
◯ 공급자/전문가 중심에서 이용자 중심 평가로의 전환
‑ 사회서비스의 품질을 측정하고 평가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제공자와 전문가에 의한 평가가 아니라 해당 서비스를 이
용하고 경험한 이용자에 의한 평가로 전환되어야 할 것임
◯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반영
‑ 사회서비스는 돌봄의 윤리(ethics of care)라는 측면이 강
조되고 있으며, 이는 곧 공공성의 강화로 연결되고 있음
‑ 현행 사회서비스 품질평가에서도 사회서비스가 가지는 공
공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2. 사회서비스 품질평가 모형 개선방향

◯ 최소기준과 서비스품질평가 기준의 상호보완
‑ 제4기 사회서비스 품질평가에서도 기관운영 부분은 반드
시 포함되어 서비스 제공기관 운영을 위한 최소기준이 제
시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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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평가영역을 기관과 서비스의 상위범주로 분류하고,
하위에 품질평가 차원을 새롭게 배치하는 방향을 제시함
‑ 기관부문의 경우 기관운영과 제공인력관리 차원, 현장평가
단의 전반적 평가부분을 통합하여 기관운영차원으로 축소
하고, 기관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평가 기준으로 수정하는 방향을 제시함
◯ 과정품질과 결과품질의 고른 반영
‑ 1기 ~ 3기까지 활용되어온 사회서비스 품질평가 모형은
서비스 제공 및 평가와 서비스 성과차원이 존재하였음
‑ 과정품질, 결과품질, 상호작용품질, 환경품질, 사회품질의
다섯 가지 차원으로 구분하여 사회서비스품질에 대한 평
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공급자/전문가에서 이용자로의 평가 주체 전환
‑ 기존 공급자/전문가 위주의 평가 주체에서 이용자와 공급
자/전문가의 평가영역을 구분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음
‑ 전문가는 서비스제공 기관이 운영을 위한 최소기준을 충
족시키고 있는지 평가할 수 있도록 기관 영역에 대한 객
관적인 평가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서비스 영역에 대한 평가는 이용자가 직접 실시할 수 있
도록 하여야 할 것임
◯ 사회서비스의 공익성 추구
‑ 사회서비스는 그 자체로 공익적 목적과 성격을 가지고 있
으며, 사회서비스를 통해 공익을 실현하고 있는지에 대해
평가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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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품질평가 근원 모형의 변경
‑ 사회서비스 품질평가에 적용하는 근본모형을 SERVPERF
모형으로의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음
‑ 이를 통해 서비스에 대한 지각을 2회 측정해야 하는 현실
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음
◯ 평가방법의 개선
‑ 제4기 사회서비스 품질평가를 위한 모형개선에서는 사회
서비스에 대한 최소기준을 위한 전문가 평가와 품질에 대
한 소비자 평가로 구분하여 각기 다른 평가 방법의 적용
이 요구됨
◯ 사회서비스 품질평가를 위한 시스템 개발 및 활용
‑ 사회서비스 품질평가 모형 및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해당 시스템의 개발 및 활용이 필수적임
‑ 서비스 부문에 대해서는 이용자의 서비스 종료 후 일정기
한 안에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상시적인 평가 체계 구축이
필요함
◯ 평가결과의 활용 및 사후관리
‑ 평가결과는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함
‑ 사회서비스 품질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잠재적 이
용자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와 제공기관을 선택할 수 있
도록 하여야 하며, 평가 결과가 미진한 기관들에게 사후관
리를 통해 서비스품질을 향상을 위해 노력하도록 규제 및
관리하거나 사회서비스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등 사후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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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 본 연구는 제4기 사회서비스 품질평가를 위한 모형 개선 연구
를 진행하였다는 측면에서 의의를 짐
□ 본 연구는 현행 사회서비스 품질평가 모형이 가지는 한계점을 지
적하고, 이론적 논의의 바탕에서 사회서비스 품질평가의 개념적
모형으로 나아가는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는데 의의를 가지고
있음
□ 이 연구는 한계점 역시 뚜렷하게 가지고 있음
◯ 연구의 내용 및 주요 방법이 문헌연구와 개념연구에 집중되
어 나타나고 있으며, 실증적 차원의 검증이 필요한 연구임
‑ 특히 개선모델을 활용한 서비스 품질평가를 시행하기 위
해서는 평가지표의 개발, 평가지표에 대한 신뢰도 및 타당
성 검증, 피평가 기관에 대한 평가모형 및 지표공개 및 컨
설팅의 일련의 실무적이고 실증적 차원의 연구들이 진행
되어야 함
‑ 아울러 해당 모형을 활용한 사회서비스 품질평가의 진행
을 위하여 평가체계와 방법에 맞는 시스템의 개발 및 적
용 등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 품질평가
제도 전반에 걸친 수정방향성과 로드맵 구축을 위한 추가
연구도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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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사회서비스는 시대적 수요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돌봄에
대한 사회적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사회서비스도 지속적으로 확대되
어 왔다. 사회서비스의 양적 증가는 서비스 질 향상에 대한 사회적
요구로 이어졌으며, 이에 따라 사회서비스 품질평가 제도가 등장하게
되었다.
2012년 시행된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을
통해 사회서비스 품질관리를 위한 평가가 이루어져 오고 있다. 현재
사회서비스 품질평가는 3년 주기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4가지 전자바
우처 사업을 대상으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2019년 현재 제3기
사회서비스 품질평가가 시작되었다.
사회서비스 품질평가 초기에는 사회서비스의 절대적인 품질기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들이 나타났다. 사회서비스 제공기관들이 최소한
의 기준을 갖출 수 있도록 등록제가 시행되었으며, 품질평가 역시 기
관의 운영 및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2 • 서비스 품질평가 모형 개선 연구

이를 통해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양적 확대를 추구하고, 시장화를
촉진시키고자 하였다.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양적 확대와 사회서비스 품질평가 제도가
정착기로 접어들면서 사회서비스 품질평가에 대한 개선의 요구가 나
타나고 있다. 정부와 학계를 중심으로 현행 사회서비스 품질평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속
적으로 사회서비스 품질관리를 위한 평가방법 및 평가지표 개발 등
다양한 제도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계점이 존재하고 있다.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관점의 지표체계로 인해 진정한 사회서비스에
대한 품질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에 현행 사회서비스 품
질평가를 서비스 품질에 대한 실질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하기 위한 사회적 요구들이 나타나고 있다.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사회서비스 품질관리의 개선을 위한 방향성 연구이다.
현재 우리나라 사회서비스 품질평가 모형을 살펴보고, 바람작한 사회
서비스 품질평가를 위한 모형 개선의 방향이 무엇인지를 제시하는 것
이다. 이에 서비스 품질 모형에 대한 논리적 분석을 통해, 제4기 사회
서비스 품질평가를 위한 평가 모형 개선 방향성 도출을 목적으로 하
고 있다.
서비스 품질모형과 공공부문 서비스 품질평가 모형, 현행 사회서비
스 품질평가 모형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고자 한
다. 이를 바탕으로 제4기 사회서비스 품질평가의 개선을 위한 방향성
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단순히 방향성 제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본 연구에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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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내용이 실제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기 위한 기초 마련을 도모하
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방향성을 바탕으로 향후 제4기 사회
서비스 품질평가에 적합한 평가지표와 문항, 배점 등의 연구가 이루
어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즉, 논리적 모형에 근거한 사회서비스 품질평가의 방향성을 설정함
으로써 향후 평가를 위한 지표개발 및 평가지표의 신뢰도 타당도 검
증 등의 연구에 기초를 마련하는 것을 본 연구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1. 연구내용
이 연구의 목적은 제4기 사회서비스 품질평가 모형개선(안) 도출에
있다.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를 실시
하였다.
첫째, 서비스 품질평가에 대한 이론적 탐색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
해 서비스 품질관리 모형에 대한 탐색과 비교, 공공서비스 품질평가
모형에 대한 탐색과 비교를 수행하였다. 특히 선행연구를 통해 우리
나라의 공공서비스 평가모형을 탐색, 비교 분석함으로써 품질평가의
의의와 우리나라의 품질평가 진행방향 등을 탐색할 수 있었다. 또한
품질평가 모형의 이론적 토대와 방향성 등을 활용하여 모형 개선을
위한 기준 및 방향성을 수립하였다.
둘째, 현행 사회서비스 품질평가 모형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현행 품질평가 모형의 체계를 분석하고, 이론적(개념적) 모형 및 선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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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들과 비교를 통해 현행 품질평가 모형이 가지는 한계점과 문제점
을 분석하였다.
셋째, 사회서비스 품질평가의 개선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이
론적 탐색, 현행 품질평가 모형 분석을 통한 문제점 파악을 바탕으로
사회서비스 품질평가의 개선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단순히 제4기 사
회서비스 품질평가를 위한 모형 개선(안) 뿐만 아니라 향후 사회서비
스 품질평가의 방향성까지 제시하였으며, 이를 실현하지 위해 고려해
야 할 사항들(시스템 개발 및 운영, 사후관리의 적용, 결과의 활용
등)에 대해서도 제시하였다.
넷째, 제4기 사회서비스 품질평가를 위한 평가모형 개선(안) 및 이
를 적용한 평가체계(평가 차원 및 세부항목, 평가지표 개발을 위한 내
용 등)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2022년부터 시작되는 사회서비스 품질
평가 전반에 대한 방향성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 개선
(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2. 연구방법
본 연구의 목적인 사회서비스 품질평가 모형의 개선 방향성 제시를
위하여 총 다섯 단계의 연구를 진행하였다. 먼저 ① 서비스 품질관리
와 관련된 기본 모형들을 비교 분석하였으며, ② 공공부문 서비스 품
질평가 모형의 체계를 비교분석하였다. 이를 ③ 현행 사회서비스 품
질평가 모형 체계와 비교 분석함으로써 현행 평가 모형이 가지는 문
제점과 한계점을 도출하였다. ④ 도출된 한계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개선의 기준을 수립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⑤ 개선방향과 제4기 사
회서비스 품질평가 모형 개선(안)을 도출하였다.
서비스 품질평가 모형에 대한 이론적 탐색을 위해 문헌분석 방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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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하였다. 기존에 제시된 선행연구를 통해 다양한 품질평가 모형의
차원과 평가지표체계 등을 탐색 비교 분석하였다.
현행 사회서비스 품질평가 모형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레 대한
개선방향 도출 및 개선(안) 마련을 위해 전문가를 활용한 연구를 진행
하였다.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현행 사회서비스 품질평가 제도를 개
선하기 위한 근본적인 기준에서부터 우리나라의 예외적 상황까지 방
향성을 설정하였으며, 품질평가 모형 및 품질평가 체계의 개선(안) 도
출에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전문가 자문을 위하여 사회서비스
품질평가 전문가와 정책 및 공공기관 경영평가 전문가를 대상으로 사
회서비스 품질평가 모형에 대한 자문회의를 진행하였다. 사회서비스
품질평가 전문가는 국내의 사회서비스 및 사회복지시설평가 현장 전
문가로 다수의 현장평가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실
제 현장에서 나타나는 품질평가모형의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이와 더
불어 정책평가 및 공공기관 경영평가 전문가를 비교집단군으로

활용

하였다. 즉, 평가라는 순수한 측면에서 사회서비스 품질평가 모형이
가지는 문제점 및 개선 방향성을 제시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두 집단
의 전문가를 활용하여 사회서비스 품질평가 모형에 대한 종합적인 검
토와 방향성 제시가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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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이론적 논의

제1절 사회서비스와 품질평가
1. 사회서비스의 개념 및 특징
사회서비스에 대한 개념들은 적용되는 분야와 관점에 따라 다양하
게 사용되고 있다. 사회서비스가 논의되는 맥락과 환경 등에 따라 다
양한 관점에서 정의되고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사회서비스를 사회복지의 한 부분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장
애와 질병, 사회적 위협으로부터 약자를 보호하는 서비스를 통칭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득보장이나, 교육, 의료보장과는 개념을 달리하고
있으며, 주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휴먼서비스(human services)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영국의 사회서비스는 미국과 달리 소득보장, 의료보장, 주거, 교육
뿐만 아니라 고용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부분의 서비스를 아우르는 포
괄적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영국의 사회서비스는 미국과 마찬가지
로 대인서비스(personal social services)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으
며, 사회적 요구 충족을 위한 지원과 보호서비스를 아우르고 있다.
유럽연합(EU)은 2007년 서비스 내용과 해당 서비스의 공공성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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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8개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유럽연합에서 구분하여 제시한 사
회서비스 영역은 ① 법적 사회보호서비스, ② 보충적 사회보호서비스,
③ 건강 및 사회적 돌봄 서비스, ④ 취업지원서비스, ⑤ 가족지원 서
비스, ⑥ 취약계층의 사회통합과 지원촉진 서비스, ⑦ 교육과 훈련서
비스, ⑧ 사회적 주거서비스 등이다. 이를 통해 사회서비스에 대한 개
념이 해당 국가와 사회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환경과 상황에 따라 확대되어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회서비스에 대해 정의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법률은 「사
회보장기본법」과 「사회복지사업법」을 들 수 있다.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4항에서는 사회서비스에 대해 “사회서비스에 대해 국가ㆍ지방자
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 의
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
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
도”라고 규정하고 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6항에서는 “사회복지
서비스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
든 국민에게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사회서비스 중 사
회복지사업을 통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제도적
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고 제시되어 있다.
이상의 법률을 통해 우리나라의 사회서비스가 가지는 목적은 국민
의 삶 향상, 인간다운 삶의 보장이며, 이를 위해 복지, 보건의료, 교
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 국민 삶과 밀접한 영역에서 상담, 재
활, 돌봄, 정보제공, 관련 시설 이용, 역량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의
방법을 활용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함께 서비스의 공
급주체로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민간부문까지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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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법률을 토대로 보건복지부는 사회서비스에 대해서 다음과 같
은 특징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국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서비스이
다. 사회서비스는 국민의 일상적인 생활을 대상영역으로 하며, 가족과
공동체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라는 것이다. 둘째, 상대적인 불평등 해소
과 관련하여 사회적인 욕구가 강하게 나타나는 분야이다. 이용자들은
사회서비스를 통해 타인과의 상대적 불평등 개선을 추구한다는 것이
다. 셋째, 사회서비스 서비스에 있어 공공성이 강조된다는 것이다. 특
히 도입 초기 단순 시장기제만으로는 사회 전체적으로 필요성한 최적
의 양이 공급되지 못하는 관계로 공공부문을 통해 서비스 제공이 이
루어진다는 것이다. 넷째, 사회복지서비스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
단순히 이윤추구만이 목적이 아니며, 타인에 대한 배려와 헌신 등 사
회적 동기가 결합되어 목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다섯째, 이용자 개
개인의 선택보다는 집단의 의사결정에 따라 사회서비스 총량이 결정된다.
이용자 개개인의 모든 욕구를 맞춤형으로 제공된다기 보다는 집단적인 의
사결정에 따라 사회 전체적으로 제공되는 총량이 결정된다는 것이다.
Bahle(2003)는 사회서비스가 크게 네 가지 특징을 가진다고 제시하
였다. 첫째,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이다. 사회서비스는 일반적
인 산업과 달리 재화를 생산하거나 분배하기 보다는 사람을 대상으로
서비스의 생산과 소비가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둘째, 개인의 사회적
욕구를 대상으로 한다. 이용자 개인의 신체적ㆍ정신적 능력을 향상시
키는 활동이 아니라 사회활동 과정에 필요한 사항을 대상으로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건, 교육 심리 지원과 구분된다고 제시하였다. 셋
째, 공급-소비 관계에 있어 기관-개인의 관계가 나타날 수 있으나, 실
질적인 서비스의 수행은 개인 간의 직접적인 관계 속에서 나타난다.
즉, 서비스의 생산 및 공급이 개인에 의해서 이루어지며, 이용자와 직
접적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넷째, 사회서비스는 개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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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가 아닌 사회적 맥락성을 가진다. 사회서비스는 사회적 가치와
규범에 의해 통제되며, 사회적 중요성에 기반하여 공급되고 있다.
사회서비스는 사람에게 돌봄(Care)을 제공하는 대인 서비스이며,
가정 돌봄의 사회적 책임성 강조로 전문적 숙달 및 지식에 대한 필요
성 비교적 적다는 특징이 있다. 저소득층의 자립과 빈곤탈출, 중산층
의 일자리 확대의 복합적 목적을 가지고 있다. 또한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이루어지면서도, 소비자 별로 분절적인 형태를 띄고 있다. 즉,
개개인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가 공급자와 이용자 간의 직접적인 대
인관계를 통해 제공되기 때문 분절적이면서도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이루어지게 된다.
이상의 내용들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사회서비스를 살펴보면 다음
의 두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다. 첫째, 사회서비스는 개인의 사회적
욕구들의 집합에 대한 대응과정에서 나타나게 되며, 이를 통해 국민
의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한다. 돌봄에 대한 개개인의 욕구가 집합되어
사회적 욕구로 나타나게 되며, 이에 대한 국가의 대응과정에서 사회
서비스가 나타나게 되었으며, 국가는 사회서비스 실현을 통해 국민들
의 삶의 질 증진을 추구하게 된다는 것이다.
둘째, 우리나라의 사회서비스는 시장기제와 공공성을 동시에 가지
고 있다. 사회서비스의 제공기관은 민간부문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
나 제공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재원은 대부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투입되는 공공성을 가지고 있다. 급증하는 사회서비스에 대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시장기제의 적극적인 도입을 추구하고 있으
나, 아직은 공공부문의 재원에 기반한 사회서비스가 절대적인 양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으로 공공성이 중요시 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
서 사회서비스에 대한 공공성과 품질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동시에 강
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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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서비스 품질관리의 대두 배경
사회서비스와 관련하여 품질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이유는
사회서비스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법률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특히
해당 법률에서 눈여겨봐야 할 것은 사회서비스의 제공주체로서 국가
와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민간부분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주체를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민간
부문까지 확대ㆍ개방하는 것이며, 이로 인해 품질관리에 대한 중요성
이 강조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사회서비스가 강조되고 있는 것은 돌봄에 대한 사회
적 환경변화에 따른 것이다. 초고령사회로의 급속진전, 저출생으로 인
한 인구구조의 변화, 핵가족을 넘어서 1인가구의 급속한 확산 등과
함께 장기적인 저성장으로 대표되는 경제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돌봄
에 대한 주체가 변화하게 되었다.
과거 전통적인 사회에서 돌봄에 대한 주체는 가정과 가족구성원으
로 한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환경변화로 인하여 돌봄에 대한 사회적
책임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그 결과 사회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수요
가 급증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회서비스에 대한 급격한 수요 증가로
인해 공공부문을 통한 공급에 한계에 직면하게 되었으며, 사회서비스
에 대한 시장기제를 도입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사회서비스에 대한 시장기제의 도입은 공급자(공공부문 및 민간부
문)와 이용자 간의 관계에 대한 재구조화를 촉진하였다. 즉, 기존의
공공부문에 의한 사회서비스 제공이 제한적인 이용자를 대상으로 일
방적인 방향으로 제공되었다면, 민간부문으로의 확대를 통해 이용자가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사회서비스 제공과정에 대한 이용자의 참여
요구가 높아지게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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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민간부문의 비영리기관(사회복지재단 등) 뿐만 아니라 영리목
적의 기관까지 사회서비스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권장 하면서 이
용자들의 요구가 사회서비스 제공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되게 되었다.
이러한 이용자 요구반영 증가는 자연스럽게 사회서비스 품질 향상에
대한 내용으로 연계되었으며, 사회서비스에 대한 품질관리에 대한 중
요성이 강조되는 계기가 되었다.

3. 사회서비스 품질평가
1) 서비스 품질과 품질평가
품질은 사전적 용어로 물건의 성질과 바탕을 의미하며, 물품이 갖
는 성질 또는 속성을 의미한다. 이는 기본적으로 바람직한 상태에 대
한 기준을 의미하여, 규범적이고 이상향적인 상태를 내포하고 있는
개념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서비스 품질은 해당 서비스가 마땅히 가져야할 기
준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서비스는 일반 물품과 달리 무형
으로 존재하는 것으로서 객관적이고 절대적인 상태가 아닌 해당 서비
스 이용자가 주관적이고 상대적으로 지각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품질(Quality)은 일반적으로 객관적 품질과 주관적 품질로 구분해 볼
수 있다(Garvin, 1983). 객관적 품질은 제품이나 서비스가 가지는 객관적
특징을 의미하며, 기계적 품질(Mechanistic Quality)이라고도 한다. 주관
적 품질은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개인이 가지는 주관적 지각의 정도를
의미하며, 인적품질(Humanistic Quality) 또는 지각된 품질(Perceived
Quality)이라고도 한다. 서비스 품질은 이용자가 가지는 주관적 판단에
근거하는 것으로서 지각된 품질이라고 할 수 있다(라준영 외,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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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wis & Booms(1983)는 서비스 품질은 사용한 서비스에 대한 고
객의 기대(expectation)와 지각(Perceive)의 일치정도를 의미한다고
하였다. Parasuraman, Zeithaml, and Berry(1988)은 해당 서비스
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 지각되는 기준에 얼마나 부합한다고 인식
하는 정도라고 하였다.
서비스 품질평가는 서비스 이용자의 기대와 지각의 척도(Measure,
차이)를 측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서비스에 대해 기대되는 이상적
기준과 실제 서비스 수행을 통해 얻게 되는 지각된 성과의 차이(Gap)
를 통해 서비스에 대한 품질을 평가하게 되는 것이다.

2) 서비스품질평가와 고객만족도 조사
서비스 품질평가에 있어 일부 연구들에서는 고객만족도와 혼동하여
사용되기도 한다. 서비스 품질과 고객만족도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서비스제공자는 이윤 극대화를 위해 많은 고객을 유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서비스에 대한 고객만족을 실현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
는 서비스에 대한 품질관리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서비스 품
질관리를 위해서는 서비스 품질에 대한 평가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서비스 품질평가에 있어 주요한 측정항목 중 하나 고객만족도
가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상호관계성으로 인하여 고객만족도 조사와
서비스 품질평가를 혼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고객만족도 조사와 서비스 품질평가는 다른 비슷하면서도
비슷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서비스품질은 서비스 이용 고객의 주
관적 판단이 중요시되는 상대적 개념이다. 특히 서비스에 대한 상대
적 우수성을 판단하는 것을 의미한다(Parasuraman & Zeitha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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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rry, 1988; 이재필 & 이시경, 2009). 반면 고객만족은 서비스 경험
후 이용 고객의 기대 대비 만족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즉, 고객만족은
불일치된 기대와 사전적 감정이 결합되어 발생한 복합적 심리상태라
고 할 수 있다(이재필 & 이시경, 2009).
고객만족과 서비스 품질의 차이는 이를 평가하는 내용과 관점, 기
대에 대한 개념 등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고객만족은 해당
서비스에 대해 사전에 기대했던 것보다 만족하였는지를 묻는 감정에
기반한 평가라면, 서비스품질은 각 서비스 항목에 대해서 얼마나 우
수하다고 판단하는가를 평가하게 된다.
고객만족은 서비스 이용자의 관점만을 고려한다면 서비스품질은 서
비스 이용자뿐만 아니라 제공자의 관점까지도 고려하게 된다. 고객만
족에서는 제공할 것이라 느끼는 기준과 실제 경험 수준의 차이를 만
족이라고 하는 반면, 서비스품질에서는 서비스에 대한 규범적인 기준
과 실제 경험 수준과의 차이를 품질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고객만족과 서비스 품질이 다르게 정의되고 있기는 하나 서비스 품
질관리라는 측면에서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만큼 사회서비스 품질평
가 모형 연구에 있어 두 가지 요소를 고루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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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고객만족과 서비스 품질 비교
구분
정의

평가내용

관점

태도와의
관계
기대의
개념

고객만족
∙불일치된 기대와 사전적 감정
이 결합되어 발생한 복합적
심리상태. 즉, 기대했던 것보
다 좋았는지에 대한 느낌
∙전반적으로 만족했는지(사전에
기대했던 것 보다 좋았는지)에
대한 감정적 느낌을 평가
∙소비자의 관점으로 눈에 보이
는 부분을 중심으로 평가
∙일시적이고 특정상황에 따른
판단으로 장기적인 태도의 선
행변수 역할(태도의 감정적
차원)
∙만족 : 예측적인 기준(서비스 제공
자가 제공할 것이라고 느끼고 있
는 것)과 실제 경험 수준과의 차이

서비스품질
∙제공되는 서비스의 상대적 우
수성 및 열등성에 대한 전반
적인 인상
∙각 서비스 항목에 대해 얼마
나 우수하다고 생각 하는지를
평가
∙소비자의 관점뿐만 아니라 서
비스 제공자의 관점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고려
∙장기적이고 전반적인 평가인
태도와 매우 유사(태도의 인
지적 차원)
∙품질 : 규범적인 기준(어떤 서비스
가 제공되어야만 하는지에 대한 믿
음)과 실제 경험한 수준과의 차이

자료 : 이재필 & 이시경(2009)

제2절 사회서비스 품질평가 현황
1. 해외의 사회서비스 품질평가 제도
1) 영국의 사회서비스 품질평가 제도
영국의 사회서비스 품질관리는 사회서비스제도를 시행하는 여러국
가들 중 가장 강력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영국은 사회서비스 품질관
리와 관련하여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권한을 위임함으로써 전문적인
품질관리를 추진하고 있다. 영국은 1984년 등록시설법(Regist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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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Act)와 1985년 사회서비스원(Social Service Inspectorate)
설립을 통해 사회서비스에 대한 품질관리를 시작하였다. 2000년에는
보호기준법(Care Standard Act)을 통해 사회서비스에 대한 최소기준
제시와 함께 모티터링 체제를 구축하였다. 이때 국가보호기준위원회
(NCSC: National Care Standard Commission)을 설치하고 중앙집
권적 규제정책을 시행하였다. 2003년 보건 및 사회보호법(Health
and Social Care –Communyty Health and Standard- Act)를 통
해

사회보호조사위원회(CSCI:

Commission

for

Social

Care

Inspection)을 설립하고 감독기능을 일원화하였다. 2009년 CSCI를
보거사회서비스 질 관리위원회(CQC: Care Quality Commission)로
변경하여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기능을 전담토록 하고 있다.
CQC는 비영리기구이긴 하나 정부의 법적근거에 의해 설립된 기구
이다. 특히 2010년 10월부터 보건사회보호법에 근거하여 모든 사회서
비스 제공기관들이 CQC의 인증을 받도록 의무화 하면서 그 지위를
인정받고 있다.
CQC는 사회서비스와 보건 분야에 있어 서비스 품질관리를 담당하
고 있다. 이를 위해 최소기준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준수를 위하 규
제행위를 수행하며, 때에 따라서는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기도 한
다. 이를 위해 서비스 품질관리와 관련하여 욕구와 권리에 근거한 사
람 중심 보호, 보건 및 사회보호 서비스의 조화로운 운영, 질 낮은 서
비스의 중단, 양질의 서비스에 대한 보호 지원, 타 기관과의 협력적
관계형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영국의 사회서비스 품질관리는 인허가제뿐만 아니라 강제인증제의
성격도 강하게 지니고 있다. 서비스제공자들은 관련 법률에 의거 하
여 조직을 설립하고, 해당 조직은 전담기구가 제시하는 최소품질기준
에 대한 부합 여부를 판단 받아야 한다. 그리고 이 적합여부 판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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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등록된다는 측면에서 인허가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또한 인허가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평가를 통한 품질관
리를 받게 된다는 측면에서 강제인증방식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

2) 미국의 사회서비스 품질평가 제도
미국의 사회서비스 품질관리는 각 서비스 영역별로 다르게 운영되
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보건 및 의료서비스 분야와 장기요양서비스
의 경우 보건부 산하의 CMS(Center for Medicare and Medicaid
Service)에서 담당하고 있다. 해당 기관은 매년 보건 및 의료서비스
시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는 것으로 서비스 품질을 관리하고 있다.
반면 같은 보건 및 의료서비스 분야라고 하더라고 민간 기구인 보건
시설인증원(JCAHO:

Joint

Commission

on

Accreditation

of

Healthcare Organization)을 통해 인증제로 운영되기도 한다. 이 경
우 법적 강제성은 없으나 관련 기관계 연계시킴으로서 비교적 강제력
을 가진 품질관리 기관으로 작동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반면 재활서비스 분야의 경우 민간기구를 통한 인증제 형태로 사회
서비스

품질관리가

운영되고

있다.

재활시설인증원(CARF:

Commission on Accreditation of Rehabilitation Facilities)을 통
해 서비스 제공기관들이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강제성
은 없는 상황이다. CARF를 통한 품질관리는 서비스 인증과 시설인증
이 동시에 존재하는 형태를 띄고 있다. 지역사회서비스 역시 민간기
구를 통한 인증제로 운영되고 있다. 지역사회서비스에 대한 인증은
미국인증협회(COA: Council on Accreditation)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역의 사회서비스에 대한 품질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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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리나라의 사회서비스 품질평가 제도
우리나라의 사회서비스 품질평가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품
질평가를 통한 관리지원으로 제공기관의 역량을 강화하고 서비스 품
질을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
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시행령 제7조 시행규칙 제19조에
근거하여 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다.
<표 2-2> 사회서비스 품질평가 관련 법령 근거
법령

근거조항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사회서비스 품질관리) ①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용자를 보호하고 사회서비스의 품질기준을 정하
고, 그 품질기준에 따라 제공자가 제공하는 사회서
비스의 질을 평가하는 등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업무
를 수행하여야 한다.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업무의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7조
제2항, 제28조제2항, 제29조제3항, 제30조제2항에 따
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한다.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사회서비스 품질관리) ②사회보장정보원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제공자가 제공하는 사회서
비스의 품질을 3년마다 1회 이상 평가하여야 한다.

사회서비스 품질평가는 노인돌봄종합서비스, 가사ㆍ간병 방문지원
서비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서비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등
4종의 바우처 사업에 대해 법정 평가체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위
해 2010년과 2011년 품질평가 시범운영을 실시하였다. 2010년에는
산모신생아서비스 제공기관 143개를 대상으로 품질평가를 실시하였으
며, 2011년에는 가사ㆍ간병 방문지원서비스와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제
공기관 319개를 대상으로 시범평가를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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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사회서비스 품질평가 추진현황
구분
대상
평가
대상 수
평 현
가 장
유 자
형 체
평가결과
(평균점수)
평가
항목

‘12년

1기
‘13년
‘14년

‘15년

‘16년

2기
‘17년

‘18년

3기
‘19년

지역사회
투자사업
(표준모
델 3개)

산모신생아
가사간병
노인돌봄

지역사회
투자사업
(표준)

지역사회
투자사업
(비표준)

산모신생아
가사간병
노인돌봄

지역사회
투자사업
(표준)

지역사회
투자사업
(비표준)

산모신생아
가사간병
노인돌봄

357개

1,850개

1,635개

1,409개

1.897개

2,096개

2,471개

2,200개

357개
(100%)

702개
(37.9%)

740개
(45.3%)

513개
(37.5%)

705개
(37.2%)

734개
(35%)

660개
(26.7%)

880개
(40%)

-

1,148개

894개

853개

1,192개

1,362개

1,811개

1,320개

81.02

84.22

76.45

79.76

86.79

77.90

81.48

진행중

현장평가(70%) +
이용자만족도(30%)

현장평가(75%) +
이용자만족도(25%)

현장평가(73%) +
이용자ㆍ제공인력만족도(27%)

2012년부터 3년 단위 평가를 기준으로 사회서비스 품질평가가 진
행되고 있으며, 2019년 제3기 평가가 진행되고 있다. 사회서비스 품
질관리 평가는 사업별 전국단위별로 3년마다 진행되며, 지역사회투자
사업은 3개 유사 사업군(아동역량개발, 사회참여지원, 신체건강지원)
으로 나누어 2개년에 걸쳐 평가하고 있다.
사회서비스 품질평가 제1기는 2012년 ~ 2015년에 실시되었으며, 2012
년에는 ‘지역사회투자사업’ 표준모델 3개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2013년
에는 ‘산모신생아서비스’와 ‘가산ㆍ간병방문지원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
비스’를 대상으로, 2014년에는 ‘지역사회투자사업’ 표준모델을 2015년에는
‘지역사회투자사업’ 비표준모델을 대상으로 품질평가가 진행되었다.
제2기 품질평가인 2016년 ~ 2018년 평가는 2016년 ‘산모신생아서
비스’와 ‘가산ㆍ간병방문지원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대상으
로, 2017년과 2018년에는 ‘지역사회투자사업’ 표준모델과 비표준모델
을 대상으로 평가가 실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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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기 품질평가는 2019년 ~ 2021년까지 시행되며, 2019년은 ‘산모
신생아서비스’와 ‘가산ㆍ간병방문지원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대상으로 품질평가가 실시된다.
평가대상이 되는 기관은 제공기관으로 등록 후 2년 이상이 경과된
기관을 대상으로 하며, 기관폐업, 사업폐지, 휴업 시 제외된다. 평가
지표의 적용기간은 평가 전전년도 7월 1일부터 평가연도 6월 30일까
지 2개년의 자료를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평가방법은 자체평가와 현장평가로 구분하여 2단계로 진행되고 있
다.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평가지표에 따라 직접 점수를 입력하는 자
체평가가 1단계로 진행되며, 전문가로 구성된 현장평가팀이 기관을
방문하여 평가하는 현장평가가 2단계로 진행된다. 1단계 자체평가는
모든 평가대상 기관이 수행하게 되며, 2단계 현장평가는 전년도 사업
실적을 기준으로 현장평가비율에 따라 일부 기관만 실시하고 있다.
이외에도 이용자만족도와 제공인력 만족도에 대한 평가를 통해 사
용자의 만족도 점수를 반영하고 있다. 이외에도 현장평가 결과에 대
한 이의신청을 제기한 기관에 대해 확인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사회서비스 품질평가는 초기단계를 지나 정착단계에 진
입하고 있다. 초기의 품질평가는 사회서비스 제공 시장의 양적 확대
를 위한 최소기준을 제시하는데 집중하였다.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등록할 수 있는 최소기준을 제공함으로써 민간부문의 기관들이 사회
서비스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해주었으며, 이를 통한 양적확대를
이룰 수 있는 토대가 되었다. 또한 이용자들에게는 최소한의 품질 기
준을 갖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가이드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그러나 사회서비스의 양적 확대가 일정부분 이루어진 현 시점에서
는 사회서비스 품질평가가 가지는 근원적인 목적인 품질제고 및 이용
자 만족도 제고를 위한 형태로 개선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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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자체평가와 일부 전문가를 활용한 현장평가로 이루어진 사회서
비스 품질평가의 체계에 대한 개선과, 평가를 위한 모형 및 지표에 대
한 개선이 동시에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이용고객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진정한 품질평가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사
회서비스의 전반적인 품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제3절 서비스 품질 모형
1. 서비스 품질 기본모형
민간부문은 서비스 품질관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공공부문보다 먼저
인식하게 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서비스품질평가 모형을 개
발해 왔다. 민간부문은 이윤창출을 목적으로 하며, 궁극적으로는 조직
의 생존을 추구한다. 이를 위해 환경과 소비자의 반응에 적극적이고
즉각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생존 수단으로서 서비스품질관
리가 논의되어온 것이다. 서비스 품질관리를 통한 고객 및 이용자들의
만족도 제고가 조직의 생존과 연관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서비스 품질
관리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한 것이다.
민간부문에서 서비스 품질관리의 중요성이 인식되고 연구되기 시작
한 것은 1980년대 들어서면서 부터이다. 1950년대와 1960년대는 주
로 시장상황에서의 판매 전략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소비재
나 산업재를 어떻게 생산할 것이며, 이를 시장에서 누구에게 판매할
것인가가 주요한 목적이었다. 1970년대 들어 서비스를 상품으로 인식
하게 되었고 1980년대에는 서비스 판매를 위한 마케팅이 본격적으로
연구되면서 서비스 품질에 대한 연구들이 나타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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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품질에 대한 대표적인 연구로는 Gronroos(1984)북유럽
(Nordic)모형, Parasuraman & Zeithaml, Berry(1985, 1988)의
SERVQUAL모형, Rust & Oliver(1994)의 삼요소(Three-Component)
모형, Dabholka & Thorpe, Rentz(1996)의 다단계(Multilevel)모형
등이 있다.

1) Gronroos의 북유럽 모형
Gronroos(1984)는 고객은 기대된 서비스(Expected service)와 지
각된 서비스(Perceived service)의 차이를 비교함으로써 전제적인 서
비스 품질을 인식한다고 하였다. 아울러 기술적 품질과 기능적 품질,
이미지의 세 가지 평가요인을 바탕으로 서비스 품질평가가 이루어진
다고 제시하였다. 기술적 품질이란 고객이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무엇
을 받았는가(What)’와 관계되는 것으로 결과품질이라고도 한다. 기능
적 품질은 고객이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어떻게 받았는가(How)’와 관
련된 것으로 과정품질이라고도 한다. ‘이미지’는 해당 서비스 제공자
에 대해 기대하는 서비스의 기술과 기능을 인식하는데 영향을 미친다
고 하였다. 즉, 고객이 식당에서 식사 할 때 해당 식당이 가지는 이미
지를 통해 음식의 맛과 종업원의 친절도를 기대하게 되며, 실제 식사
를 과정 속에서 식당 음식의 맛은 어떠했는가(기술적 품질)와 식당 종
업원이 얼마나 친절했는가(기능적 품질)를 지각함으로써 서비스 품질
을 평가하게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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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Gronroos의 서비스 품질평가 모형

2) SERVQUAL모형
SERVQUAL모형은 고객이 서비스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는가에 따
라 측정되어야 한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서비스 품질에 대한 기대’와
‘지각된 서비스 품질’의 차이에 의해 서비스 품질이 평가된다고 하였
다. 서비스 품질평가가 이용의 결과뿐만 아니라 제공과정에 대한 평가
에서도 이루어지며, 서비스 제공자와 고객 간의 상호작용이 품질평가
에 있어서 중요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이재필 & 이시경, 2009).
SERVQUAL모형은 R. Oliver(1980)의 기대불일치(Disconfirmation)
모형에 기초하여 개발되었다. 기대불일치모형은 서비스 품질평가에 있
어 고객이 미리 해당 서비스에 대한 기대수준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해당 기대수준을 바탕으로 실제 체감한 서비스품질의 정도를 평가하
게 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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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SERVQUAL 서비스 품질평가 모형

SERVQUAL모형은 이론적 연구만으로 개발된 평가모형이 아니며,
실증연구를 통해 서비스 품질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혀냄으
로서

현재

가장

널리

사용되는

서비스

평가모형이

되었다.

Parasuraman & Zeithaml, Berry는 1985년 이론적 연구를 통해 신
뢰성(reliability), 반응성(responsiveness), 능력(competence), 접근
성(access), 예절성(courtesy), 의사소통(communication), 신용도
(credibility),

안전성(security),

고객이해(understanding

the

customer), 유형성(tangibles) 등 10가지 차원을 통해 품질평가가 이
루어진다고
(tangibles),

제시하였다.

이후

신뢰성(reliability),

1988년

실증연구를

통해

유형성

반응성(responsiveness),

확신성

(assurance), 공감성(empathy)의 5개 영역 22개 항목(지표)로 모형
을 수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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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SERVQUAL 모형의 5가지 영역 및 항목(지표)
구성차원

내용

유형성
(Tangibles)

∙물리적 시설, 설
비, 종업원의 복
장 등의 외형적
요소

세부지표
1.
2.
3.
4.

현대적 시설
설비의 외관
직원들의 깔끔함
서비스와 관련된 제반자료(설명서･팸
플릿의 외형)

신뢰성
(Reliability)

∙믿을 수 있고 정
확한 임무(서비
스) 수행 능력

5. 서비스의 약속시간 준수
6. 고객이 문제에 봉착했을 때 성심성의
를 다 보임
7. 첫 번에 제대로 서비스를 수행함
8. 약속한 시간에 서비스를 제공함
9. 작은 실수조차 없는 완벽함

반응성
(Responsiveness)

∙즉각적이고 자발
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도

10.
11.
12.
13.

서비스 제공시간의 정확한 약속
직원들의 신속한 서비스 제공자세
직원들의 언제나 가까운 고객지원 자세
아무리 바빠도 고객의 요청에 응하는 직원

확신성
(Assurance)

∙직원의 예절과 지
식을 통해 고객에
게 신뢰와 확신을
줄 수 있는 능력

14.
15.
16.
17.

고객에게 확신을 주는 직원들의 행동
고객에게 주는 거래의 안전성
항상 고객에게 친절한 직원
고객의 어떠한 문의에도 대답 가능한 직원

공감성
(Empathy)

∙고객에게 개별적
인 관심과 배려를
표시하는 능력

19.
20.
21.
22.

고객 개인에 대한 관심
고객에게 편리하게 시간대를 조정
고객에게 최대한 이익을 주려는 직원
고객욕구에 대한 직원들의 이해

자료 : Zeithaml & Berry, Parasuraman(1988), 이재필 & 이시경(2009)

유형성(Tangibles)은 물리적 시설, 설비, 종업원의 복장 등의 외형
적 요소를 의미한다. 신뢰성(Reliability) 믿을 수 있고 정확한 임무(서
비스) 수행을 능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고객이 받는 서비스에 대해
신뢰감을 가질 수 있게 할 때 고객들은 서비스 품질을 높게 인식한다
고 하였다. 반응성(Responsiveness)은 고객의 필요나 요구가 있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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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각적이고 자발적으로 도움을 줄수 있는 정도를 의미하며, 이를 통
해

고객들은

서비스

품질을

높게

평가한다고

하였다.

확신성

(Assurance)은 서비스 직원들의 능력, 공손함, 예절, 지식을 통해 고
객에게 신뢰와 확신을 줄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고객들은 직원들
이 예의 바르고 친절하게 고객을 대하는 것을 통해 안전성이 있다고
인식하며, 서비스 품질을 높게 평가하게 된다는 것이다. 공감성
(Empathy)은 고객에게 개별적인 관심과 배려를 표시하는 능력으로
접근 용이성, 의사소통, 고객에 대한 이해 등이 포함된다. 이중 신뢰
성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하였다.
Parasuraman & Zeithaml, Berry는 SERVQUAL모형이 서비스
품질의 강점과 약점을 발견하기 위한 진단적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제시하기도 하였다. 이를 위해 총5개 영역 22개 항목에 대하여 2번에
걸쳐 조사를 진행하도록 하였다. 먼저 22개 항목을 통해 고객이 기대
하고 있는 정도를 측정하였으며, 이후 동일한 항목을 통해 성과를 측
정하였다. 이후 기대와 성과의 차이를 통해
SERVQUAL모형 이론적 연구와 다단계의 체계적이고 반복적인 실
증연구를 통해 서비스품질을 평가할 수 있게 제시된 모형이라는 측면
에서 의의를 가진다. 그러나 기대(expectation)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
가에 대한 문제가 존재한다. 기대수준은 일반적으로 규범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즉, SERVQUAL모형은 이상적 기대를 기준으로 지각된
서비스를 비교 평가하는 것으로서 기대된 서비스와 지각된 서비스의
차이를 규명하는데 한계가 존재한다. 또한 SERVQUAL 모형은 기대
된 서비스와 지각된 서비스를 함께 측정하기 때문에 평가를 수행하는
고객에서 정보 과잉(information overloading) 또는 부담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임호순 외, 2005). 이로 인해 SERVQUAL모형의 측정에
대한 타당도 문제가 발생하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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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삼요소(Three-Component)모형
Rust & Oliver(1994)는 서비스 품질평가의 중요한 요인으로서 서
비스제품(service product), 서비스전달(service delivery), 서비스환
경(service environment)의 세 가지 품질차원을 제안하였다. 서비스
제품은 결과적 품질로서 서비스 제공을 통해 나타나는 결과에 대한
지각을 의미한다. Gronroos가 제시한 무엇을 제공할 것인가와 연계
되며, 기술품질(technical quality)이라고도 한다. 서비스전달은 과정
품질과 관련된 것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품질에
대한 지각을 의미한다. Gronroos의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와 연계되
며, 기술적 품질(functional quality)이라고도 한다. 서비스 환경
(service environment)은 서비스제품과 서비스전달을 둘러싼 환경적
인 요인으로 서비스 전달의 배경과 연관되어 있다.

[그림 2-3] 삼요소(Three-Component) 품질평가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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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단계(Multi-level) 모형
다단계 모형은 서비스품질평가 요인들이 단일차원이 아니라 이차원
의 다단계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고 제시하였다. Dabholka, Thorpe
및 Rentz(1996)은 소매형태의서비스 품질은 상위차원(이차요인)과 하
위차원(일차요인)으로 이루어진 위계적 구조의 다단계로 구성되어 있
다고 제시하였다. 상위차원(이차요인)은 물리적 측면, 신뢰성, 판매원
상호작용 등 총3개 차원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제시하였다. 하위차원
은 각 상위차원별로 각 2개씩 이루어져 있다고 제시하였다. 물리적측
면의 하위차원은 외관과 편리성, 신뢰성의 하위차원으로는 약속과 정
확한 수행, 판매원 상호작용의 하위차원으로는 확신의 고취와 친절
및 도움으로 구성된다고 제시하였다. 이외에도 정책과 문제해결은 각각
독립적인 하위차원으로서 품질평가 모형 내에 존재한다고 제시하였다.

[그림 2-4] 다단계(Multi-level) 품질평가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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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 모형에서 제시하는 품질차원들은 SERVQUAL모형의 품질차원
을 바탕으로 제시되었다. 다단계모형의 상위차원은 SERVQUAL모형의 5
가지 차원을 재분류한 것이다. 물리적 측면은 유형성 차원을 반영하였으
며, 판매원 상호작용은 확신성, 반응성, 공감성을 반영하여 새롭게 제시
하였다. 신뢰성 차원은 SERVQUAL모형을 그대로 활용하였다. 정책과
문제해결은 SERVQUAL 모형의 신뢰성과 공감성을 바탕으로 새롭게 제
시되었다. 이를 통해 다단계모형은 3+2차원의 품질차원으로 구성되었다
고 할 수 있다. 상위차원인 물리적 측면, 신뢰성, 판매원 상호작용에 독
립적 차원인 정책과 문제해결을 더하여 서비스 품질 모형이 구축되었다.

5) SERVPERF모형
SERVPERF모형은 SERVQUAL모형이 가지는 한계점을 극복하고,
실현가능한 서비스 품질평가 방법을 제시하기 위한 노력으로 탄생하
였다. Cronin & Taylor(1992)는 서비스품질의 측정이 기대와 지각
(성과)의 차이를 통해 가능하다고 제시한 SERVQUAL모형을 비판하
고, 지각에 대한 측정만을 통해 서비스품질에 대한 측정이 가능하다
고 제시하였다. SERVQUAL모형에서 제시하는 서비스품질은 고객만족
에서 제시하는 만족 vs. 불만족의 관계에 국한되고 있어 서비스품질과
고객만족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Cronin & Taylor(1992)는 서비스품질은 곧 성과이며, 성과에 대한
측정만으로 서비스품질에 대해 측정하는 것이 더욱 타당하다고 제시하
였다. SERVQUAL모형에서 제시한 22개 측정 속성을 활용하여 은행,
해충퇴치, 세탁소, 패스트푸드 등 4가지 산업의 서비스 품질에 대한 측
정을 실시하였으며, SERVQUAL모형과의 비교를 통해 모형의 적합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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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력(R2)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SERVQUAL모형이 2개 산업(은행,
패스트푸드)에 적합하게 사용될 수 있는 반면 SERVPERF모형은 4개
산업 모두에 적합하게 사용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또한 회귀분석을
통해 SERVPERF모형의 설명력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제시하였다.

6) 서비스 품질평가 기본모형의 비교
이상에서 제시된 주요 서비스 품질평가 기본모형들을 비교해볼 수
있다.

서비스품질에 대한 개념적 정의에 있어 Gronroos모형과

SERVQUAL모형에서는 기대와 성과의 차이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SERVPERF모형은 지각된 성과로 제시하고 있다. 기대에 대한 개념은
Gronroos모형과 SERVQUAL모형에서 규범적인 기대를 제시한 반면,
SERVPERF모형은 기대를 측정하지 않고 있다. 평가를 위한 모형의
차원과 항목은 Gronroos모형이 3개 차원 10개 항목을

SERVQUAL

모형과 SERVPERF모형은5개 차원의 22개 항목을 제시하였다. 관련
모형들의 비교는 다음의 <표 2-5>와 같다.
<표 2-5> 서비스 품질평가 모형 비교
구분

서비스품질

기대

차원 및 항목

연구자

북유럽모형

기대-성과

규범적 기대

3개 차원
10개 항목

Gronroos(1984)

SERVQUAL

기대-성과

규범적 기대

5개 차원
22개 항목

Parasuraman &
Zeithaml,
Berry(1988)

SERVPERF

지각된
성과

측정안함

5개 차원
22개 항목

Cronin &
Taylor(1992)

자료 : 우양호ㆍ홍미영(2004) 일부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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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우리나라의 서비스 품질 평가
1. 민간부문 서비스 품질평가
Gronroos모형, SERVQUAL, 삼요소모형, 다단계모형, SERVPERF
모형과 같은

서비스 품질 기본 모형은 실질적 평가 체계를 제시하기

도 하지만 개념적 체계만으로 제시되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서비스
품질평가를 위한 실제 연구들에서는 이들 모형에서 제시한 평가체계
에 현실적 내용을 반영한 수정 모형들이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서비스 품질 모형들이 각 연구자별로 다양하게 나타나면서
평가결과에 대한 신뢰성과 다탕성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으며,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한 표준 평가체계를 개발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서비스 품질평가를 위해 다양한 평가모형과 체계들
을 개발해왔다. 이들 모형은 서비스 품질평가를 위한 차원(영역)만 개
념적으로 제시한 것이 아니라 해당 차원을 측정하기 위한 항목과 세
부지표들까지

제시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한국서비스품질지수

(KS-SQI), 한국산업고객만족도(KCSI-PS), SSQI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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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서비스품질 평가는 1992년 실시된 대한민국산업고객만
족도 조사(KCSI: Korean Customer Satisfaction Index)가 시초라고
할 수 있다. KCSI는 12개 업종을 대상으로 시작되었으며, 이후 나타
나는 서비스 품질평가 모형들에 영향을 미쳤다. 이후 1998년 한국생
산성본부가

주관하여

국가고객만족도

조사(NCSI:

National

Customer Satisfaction Index)가 시행되었다. NCSI는 미국의 고객
만족도지수(ACSI: American Customer Satisfaction Index)의 평가
모형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평가에 활용하였다. KCSI와 NCSI는 서비
스 산업뿐만 아니라 제조업 등 산업전반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였
으며, 전반적인 만족도를 측정하는 모호한 평가방법 등으로 인해 진
정한 서비스품질평가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후 공공부문 서비스 품질평가에 적합한 평가모형 개발의 필요성
이 인정되었으며, 민간부분의 한국서비스품질지수(KS-SQI) 평가모형,
서울서비스품질지수(SSQI 혹은 SSI), 한국산업고객만족도를 공공부문
에 접목한 KCSI-PS 등이 개발되어 활용되었다.

1) 한국서비스품질지수(KS-SQI)
한국서비스품질지수(KS-SQI: Korea Standard-Service Quality
Index)는 한국표준협회 주관으로 서울대학교가 공동 개발한 서비스
품질평가 모형으로 민간부문에서 활용되었다. 해당 품질평가 모형은
SERVQUAL 모형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SERVQUAL의 5가지 평가
차원(신뢰성, 유형성, 응답성, 공감성, 확신성)에 서비스 결과에 대한
성과평가

측면을

더하여

8개

차원으로

제시하였다.

평가항목은

SERVQUAL의 22개에서 16개로 축소하였다. SERVQUAL 평가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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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주로 서비스 전달과정에 치우쳐서 제시된 반면, KS-SQI는 서비
스 성과에 대한 측정변수를 다수 개발하여 적용하였다.
KS-SQI의 평가 차원은 서비스 과정에 대한 품질과 성과에 대한 품
질 차원으로 구분하여 제시되고 있다. KS-SQI의 과정품질 차원에는
고객응대, 신뢰감, 접근용이성, 물리적 환경을 제시하고 있다. 성과
품질 차원에는 본원적 욕구충족, 예상 외 혜택, 약속이행, 창의적 서
비스를 제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나타
나는 차원들에 대한 평가와 이의 결과인 성과 차원에 대한 평가를 균
형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과정품질의 차원 중 고객응대(receptiveness)는 서비스 이용객에
게 즉각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의지, 예절, 친절과 공손함, 고객
의 욕구 파악 정도, 이해하기 쉬운 설명, 개별적 주의 기울임을 의미
한다. 신뢰감(credibility)은 서비스 제공자의 진실성, 정확한 기록, 위
험/의심으로부터의 자유, 필요 기술과 지식의 보유 등을 의미한다. 접
근용이성(accessibility)은 서비스에 대한 접근 용이성을 의미하며, 물
리적 환경(physical evidence)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제공된 시설 등
의 물리적 환경을 의미한다.
성과품질의 차원 중 본원적 욕구충족(primary needs fulfillment)
은 고객이 원하는 기본적이고 근원적인 서비스 욕구 충족정도를 의미
한다. 예상외 혜택(unexpected benefits)은 서비스 이용고객이 예상
하지 못하는 부가적 서비스 혜택을 통해 만족도를 제고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약속이행(contract performance)은 약속된 서비스를 정확
하게 전달하는 정도를 의미하며, 창의적 서비스(creativeness)는 타
서비스제공자와 차별되는 독창적이고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
도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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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KS-SQI 모형

KS-SQI는 기본적으로 SERVQUAL의 평가체계를 따르고 있으나 다
음과 같은 측면에서 뚜렷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서비스 과정
품질 위주의 SERVQUAL과 달리 과정품질과 성과품질을 균형 있게
적용하고 있다. 둘째, 서비스 품질평가에 있어 모든 산업에서 공통적
으로 활용할 수 있는 표준화된 지표를 제시하고 있다. 셋째, 기대와
성과의 차이에 기반한 SERVQUAL모형과 달리 SERVPERF의 서비스
품질을 성과 자체로 활용하고 있다. 이는 실무적인 차원에서 성과측
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함이다. SERVQUAL모형은 기대-성과 차이를
측정하기 위해 두 번의 측정을 하여야 하는 반면 SERVPERF는 성과
측정을 위해 한번의 측정으로 이루어진다는 측면을 적용한 것이다.
2000년 서비스 품질평가를 위해 개발된 KS-SQI모형은 2006년 수
정을 통해 기존 8개 차원에서 7개 차원으로 개선되었다. 성과품질이
본원적 서비스와 예상 외 부가서비스의 2가지 차원으로 개편되었으
며, 과정품질은 신뢰성, 친절성, 적극지원성, 접근용이성, 물리적 환경
의 5개 차원으로 변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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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수정된 KS-SQI 차원 및 구성요인
영역

성과
품질

과정
품질

구성요인

세부내용

본원적 욕구충족(서비스)
(Primary Needs Fulfillment)

∙서비스를 통해 제공되는 기본적인
욕구의 충족 정도

예상 외 부가서비스
(Unexpected Benefit)

∙타 서비스 제공자와 구분되는 부가
적 혜택과 서비스

신뢰성
(Reliability)

∙서비스 제공자에서 느끼는 신뢰감,
적징성, 필요 지식과 기술의 보유 등

친절성
(Individual Empathy)

∙직원의 예절, 친절도

적극지원성
(Positive Assistance)

∙요구에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응대하
려는 의지

접근용이성
(Accessibility)
물리적 환경/매체유형성
(Physical Evidence
/Media Tangibles)

∙서비스에 대한 용이한 접근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설 등 물리적
환경

2. 공공부문 서비스 품질평가
1) 한국산업 고객만족도(KCSI-PS)
민간부문에서의 서비스품질평가와 고객만족에 대한 조사의 중요성
이 강조되면서 공공부문에 대한 서비스품질평가도 중요성이 강조되게
되었다. 정부와 산하기관들 역시 다양한 활동을 통해 업무와 성과를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무형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특성상 서비스품질관리를 위한 평가의 중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민
간부문에서 사용하던 한국산업고객만족도(KCSI: Korean Custo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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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isfaction Index)를 공공부문에 맞게 수정ㆍ보완하여 도입되었다.
KCSI-PS는 성과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품질과 만족으로 구분하고,
서비스품질모형(선행요인모형)과 고객만족모형에 대한 차원들을 세분
화하여 제시하였다. 서비스품질모형에는 서비스상품 품질요인, 서비스
전달 품질요인, 서비스환경 품질요인, 사회 품질요인으로 구분하였으
며, 만족모형은 전반적모형과 요소만족, 사회적 만족 차원으로 구분하
였다. 또한 각 차원별로 세부요소들을 제시하였다.
<표 3-2> KCSI-PS모형 차원 및 구성요인
영역

품질
지수

구성요인(차원)
서비스상품 품질요인

∙편익성 ∙전문성 ∙혁신성

서비스전달 품질요인

∙지원성 ∙공감성 ∙대응성

서비스환경 품질요인

∙쾌적성 ∙편리성 ∙심미성

사회 품질요인
전반적 만족
성과
지수

세부내용

요소 만족
사회적 만족

∙공익성 ∙안전성 ∙청렴성
∙절대적 만족 ∙상대적 만족
∙감정적 만족
∙서비스상품 만족 ∙서비스전달 만족
∙서비스환경 만족
∙사회적책임 만족 ∙사회봉사 만족

2) 서울서비스품질지수(SSQI)
서울시는 1999년부터 고객만족 중심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왔다. 그리고 2003년부터 단순한 고객만
족도 뿐만 아니라 행정서비스의 품질에 대한 조사로 확대해갔다. 이
를 위해 서울행정서비스품질평가(SSI: Seoul Service Index)를 개발
하여 활용하였다. SSI는 크게 두 가지 평가모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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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는 서울서비스잠재지수(SSPI: Seoul Service Potential Index)이
며, 다른 하나는 서울서비스품질지수(SSQI: Seoul Service Quality
Index)이다. SSPI는 조직내부의 역량에 대한 지표로서 외부고객들이
느끼는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밝혀내기 위한 평가모형이다. SSQI
는 서비스 품질에 대한 현재의 상태를 확인하고, 외부고객으로부터
요구되는 서비스 품질이 어떠한지를 확인하기 위한 평가모형이다.
SSQI는 행정서비스에 대해 고객이 현재 느끼는 품질정도를 보여주며,
SSPI는 행정서비스 품질에 나타나는 문제점의 원인을 파악하고, 미래
에 개선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잠재력을 평가하는 것이다.

자료 : 이재필 & 이시경(2009)

[그림 3-2] 서울행정서비스품질평가SSI) 모형

SSPI 크게 리더십, 자원관리, 서비스제공과정, 시민과의 관계 등 네
가지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리더십은 리더십, 전략계획의 하위요소
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원관리는 인적자원중시, 정보와 분석, 예산 및
자원관리로 구성되어 있다. 서비스제공과정은 프로세스관리, 지속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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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상 노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민과의 관계는 고객 및 시민지향,
파트너십, 사회적 책임으로 구성되어 있다.
SSQI는 과정품질, 결과품질, 환경품질, 사회품질의 네 가지 차원으
로 이루어져 있다. 과정품질은 신속성, 신뢰성, 친절성의 하위요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결과품질은 욕구충족, 호감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환경품질은 쾌적성, 편리성, 심미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회품질은
공익성, 안전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3-3> SSQI와 SSPI 차원 및 구성요소
영역

차원
∙과정품질

SSQI

SSPI

하위요소
- 신속성, 신뢰성, 친절성

∙결과품질

- 욕구충족, 호감성

∙환경품질

- 쾌적성, 편리성, 심미성

∙사회품질

- 공익성, 안전성

∙리더십

- 리더십, 전략계획

∙자원관리

- 인적자원중시, 정보와 분석, 예산 및 자원
관리

∙서비스제공과정

- 프로세스 관리, 지속적 향상 노력

∙시민과의 관계

- 고객 및 시민지향, 파트너십, 사회적 책임

SSPI는 주로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에 의해 평가되며,
객관적인 평가를 기본으로 한다. 반면 SSQI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
는 평가로서 실제 행정서비스를 경험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 이
에 따라 주관적이고 감정적으로 인지된 평가가 이루어진다는 차이점
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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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외의 사회서비스 품질평가 체계
1) 영국의 사회서비스 품질평가 체계
영국의 사회서비스 품질평가는 품질관리 전담기구인 CQC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영국의 사회서비스 품질관리체계의 특징은 강제인증
제의 형태를 띄고 있다는 것이다. 영국의 사회서비스 품질관리체계는
크게 다섯 가지 차원의 평가체계를 제시하고 있다. 영국 사회서비스
품질평가체계에서

제시하는

차원은

안전성(Safety),

효과성

(Effectiveness), 친절성(Caring), 대응성(Responsiveness), 리더십
(Wel-led)을 제시하고 있다.
<표 3-4> 영국 사회서비스 품질평가 체계
차원
안전성(Safety)
효과성(Effectiveness)
친절성(Caring)
대응성(Responsiveness)
리더십(Wel-led)

개념
∙환자 안전에 대한 고려
∙주어진 자원의 효율적 사용에 대한 고려
∙친절성, 진정성, 존엄성 있는 이용자 대응에 대
한 고려
∙이용자 욕구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 정도
∙적절한 리더십을 통한 서비스 제공기관의 효율
적 관리에 대한 고려

안전성(Safety)은 사회서비스 제공에 있어 환자의 안전에 대해 고려하
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차원이며, 효과성(Effectiveness)은 주어진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차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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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친절성(Caring)은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이 이용자들에게 친절성과 진
정성, 존엄성을 바탕으로 대응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항목이다. 대응성
(Responsiveness)은 서비스 제공기관이 이용자의 욕구에 적극적으로 대
응하는 정도를 평가하는 항목이며, 리더십(Wel-led)은 적절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기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는가를 평가하는 항목이다.
영국은 품질과 안전에 대한 필수기준(ESQS: Essential Standards
of Quality and Safety)과 관련하여 13개의 서비스품질 필수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최
소한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표 3-5> 영국의 품질과 안전에 대한 필수기준
CQC 필수 기준
∙사람 중심 돌봄(Person-centred care)
∙이용자에 대한 존엄과 존중(Dignity and respect)
∙동의에 의한 돌봄(Need for consent)
∙안전한 서비스 제공(Safe care and treatment)
∙학대 등으로 부터의 이용자 보호(Safeguarding service users from abuse
and improper treatment)
∙충분한 영양 공급(Meeting nutritional and hydration needs)
∙물리적 시설의 제공(Premises and equipment)
∙민원응대 시스템 마련(Receiving and acting on complaints)
∙우수한 업무처리체계(Good governance)
∙우수한 직원의 보유 및 관리(Staffing)
∙적절한 직원 채용 시스템(Fit and proper persons employed)
∙공개적이고 투명한 서비스 제공(Duty of candour)
∙기관평가 결과 공개(Requirement as to display of performance assessments)

ESQS에서 제시하는 필수기준은 사람중심 돌봄, 이용자에 대한 존
엄과 존중, 동의에 의한 돌봄, 안전한 서비스 제공, 이용자에 대한 보
호의무, 충분한 영양공급, 물리적 시설의 제공, 민원응대 시스템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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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한 업무처리 체계, 우수한 직원의 보유 및 관리(교육 및 지원
등), 적절한 직원 채용 시스템, 공개적이고 투명한 서비스 제공, 기관
평가 결과의 공개 등이다.

2) 미국의 서비스 품질 평가 체계
미국은 강제인증제적 성격의 영국과 달리 민간부분의 자율적 인증
제를 활용하여 사회서비스에 대한 품질관리 및 평가를 추구하고 있
다. 미국은 COA(Council On Accreditation)을 통해 사회서비스 제
공기관에 대한 인증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를 위한 기준으로 공공기
관 표준(Standards for Public Agencies)을 제시하고 있다.
COA가 제시하는 공공기관 표준은 크게 세 가지 상위차원과 각 상
위차원별 하위표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세 가지 상위차원은 행정 및
관리표준(Administration and Management), 서비스 전달체계 표준
(Service

Delivery

Administration

standards)과

서비스

표준

(Service standards)으로 구성되어 있다.
행정 및 관리 차원은 서비스제공기관을 운영하는데 있어 필요한 표
준을 의미하는 차원으로 총7개 하위표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행정 및
관리 차원의 하위표준은 경영 및 관리, 윤리적 실천, 재무관리, 인적자
원관리, 네트워크 관리, 성과 및 품질 향상, 위험 예방 및 관리이다.
서비스 전달체계 차원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 필요한 표준을
의미하며 4개의 하위표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비스 전달체계 차원의
하위표준은 경영 및 서비스 환경, 직원 행동 관리, 고객의 권리 보호,
인력 개발 및 감독이다. 서비스 표준 차원은 사회서비스가 갖추어야
할 서비스 내용의 표준으로서 총 48개 하위표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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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 미국 COA의 품질평가 기준
차원

하위표준

행정 및
관리표준

∙경영 및 관리(Administration and Management)
∙윤리적 실천(Ethical Practice)
∙재무관리(Financial Management
∙인적자원관리(Human Resources Management
∙네트워크 관리(Network Administration
∙성과 및 품질 향상(Performance and Quality Improvement
∙위험 예방 및 관리(Risk Prevention and Management)

서비스
전달체계
표준

∙경영 및 서비스 환경(Administrative and Service Environment)
∙직원 행동 관리(Behavior Support and Management)
∙고객의 권리보호(Client Rights)
∙인력개발 및 감독(Personnel Development and Supervision)

서비스
표준

∙48개 서비스 표준

영국의 CQC나 미국의 COA에서 제시하는 사회서비스 품질체계를
살펴보면, 각각의 사회서비스가 가져야 하는 내용적 표준뿐만 아니라
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 측면, 서비스의 전달체계 측면에 대한 품질
기준까지 제시하고 있다. 즉,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과 관련한
표준을 제시함으로써 사회서비스에 대한 품질을 시장경제체제에 맡기
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사회서비스가 단순히 시장논리만이 아닌 공공성(공익성)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이며, 시장체계만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한계
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에 서비스 내용 및 전달체계 뿐만 아니라
기관 운영에 대한 최소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공공성을 확보하고자 함
으로 풀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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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서비스 품질평가 모형 비교
1. 서비스 품질평가 모형 비교
앞서 제시한 서비스 품질평가 기본모형 및 우리나라 공공부문 서비
스 품질평가 모형의 체계를 살펴보면 다음의 <표 3-1>과 같이 나타
난다. 서비스 품질에 대한 평가모형들은 근원적으로 SERVQUAL모형
에 근거하고 있다. 이에 따라 SERVQUAL모형에서 제시한 유형성, 신
뢰성, 응답성, 공감성, 확신성의 5가지 차원과 22개 평가항목을 기반
으로 특정항목의 추가, 수정, 삭제 등을 거쳐 평가모형을 개발하고 평
가에 활용하고 있다.
KS-SQI모형은 SERVQUAL모형의 5가지 차원을 8개로 확장하고,
이를 과정품질과 성과품질로 재구조화 하여 평가에 활용하였다. 수정
된 KS-SQI모형은 이를 다시 수정하여 7개 차원으로 축소하였으며,
각 차원들을 과정품질과 성과품질에 재배치하였다.
KCSI-PS는 SERVQUAL모형의 5개 차원과 KS-SQI모형의 과정품
질과 성과품질을 품질측면과 성과측면으로 재구조화 하고 이에 대한
평가의 차원으로 7개의 차원을 제시하였다. 품질측면에는 서비스상품
의 품질, 서비스전달 과정에 대한 품질, 서비스 환경에 대한 품질, 사
회적 기여에 대한 품질의 4가지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성과측면은
서비스로 인한 만족도를 평가하는 것으로서 전반적인 만족도와 요소
만족도, 사회적 만족도로 구성되어 있다. 각 평가차원들은 세부적인
측정항목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지표화하여 평가에 활용하여 평가가
이루어진다.
SSQI모형은 평가의 차원을 10개로 구성하였으며, 이를 다시 과정,
결과, 환경, 사회의 4개 품질로 구조화하였다. 과정품질에는 신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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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성, 친절성을 두어 서비스 전달 과정에 대한 품질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결과품질에는 욕구 충족정도, 호감성 정도를 두어
서비스 이용고객들이 서비스에 대한 결과적 측면에서 품질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환경품질에는 쾌적성, 편리성, 심미성을 두어 서비
스를 경험하는 환경에 대한 품질평가 차원들로 구성하였으며, 사회품
질에는 공공성과 안전성을 두어 해당 서비스를 통한 사회적 영향에
대해 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표 3-7> 공공부문 서비스 품질평가 모형 비교
구분
SERVQUAL

측정차원 및 항목
유형성

신뢰성

응답성

공감성

과정측면
KS-SQI

수정된
KS-SQI

고객
응대

신뢰성

성과측면

접근
용이성

물리적 본원적 예상 외
환경 욕구충족 혜택

과정측면
친절성

품질측면

신속성 신뢰성 친절성

창의적
서비스

예상 외
부가서비스

성과측면

KCSI-PS 서비스상 서비스전 서비스환
사회품질
품 품질 달 품질 경 품질

SSQI

약속
이행

성과측면

적극
접근 물리적
신뢰성
본원적 욕구충족
지원성
용이성 환경

과정품질

확신성

결과품질

전반적
만족

요소만족

환경품질

사회적
만족
사회품질

욕구
호감성 쾌적성편리성심미성 공공성 안전성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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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서비스 품질평가 모형들은 기본적으로 SERVQUAL에 기
반하여 개발되고 활용되어 왔다. KS-SQI모형은 SERVQUAL이 가지
는 과정중심적 평가차원을 성과측면과 균등하게 적용하여 서비스 품
질평가를 시행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SERVQUAL모형이 가지는
유형성, 신뢰성, 응답성, 공감성, 확신성에 성과측면을 강조하여 고객
응대, 신뢰성, 접근용이성, 물리적 환경의 과정품질 차원과 본원적 욕
구충족, 예상 외 혜택(부가서비스), 약속이행, 창의적서비스의 성과품
질 차원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특히 유형성은 물리적 환경, 확신
성은 신뢰성이라는 과정품질 차원으로 연계되도록 개발되었다. 신뢰성
은 성과측면의 약속이행과 본원적 욕구 충족으로 연계되고 있다. 반
면 반응성과 공감성은 과정품질과 성과품질의 양차원을 모두 포함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응성은 과정품질의 고객응대와 성과품질의 예
상 외 혜택으로 연계되며, 공감성은 과정품질의 접근용이성과 성과측
면의 창의적 서비스로 연계되고 있다.
KS-SQI는 이후 수정을 통해 과정품질 차원이 5개 항목으로 확대되
며, 성과품질 차원이 2개 항목으로 축소되는 형태로 재조정되었다. 이
를 통해 SERVQUAL의 유형성이 물리적 환경으로 연계되며, 확신성
이 신뢰성, 공감성이 접근용이성으로 연계되어 나타나고 있다. 신뢰성
은 성과측면의 근원적 욕구충족으로 연계되며, 반응성은 친절성과 적
극지원성, 예상 외 혜택으로 연계되고 있다.
KCSI-PS모형은 평가의 차원을 품질지수와 성과지수로 구분하여 제
시하고 있다. 기존 모형의 평가 차원들이 품질지수 분류로 연계되어
나타나고 있다. 다만 사회품질 차원의 공익성과 청렴성, 상품품질 차
원의 혁신성은 새롭게 추가되었다. 성과지수 분류의 평가차원들은 대
부분 새롭게 제시되는 내용들로 주로 만족도 평가를 차원으로 구성되
어 있다. 이를 통해 경험한 서비스의 전반에 대한 만족도, 요소별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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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도, 사회적 만족도를 측정하고 이를 통해 성과측면의 품질을 평가
할 수 있도록 하였다.
SSQI모형은 서비스 품질을 과정, 결과, 환경, 사회품질의 네 가지
로 분류하고 각각 평가를 위한 차원들을 제시하였다. 과정품질에는
신뢰성과 친절성, 신속성을 결과품질에는 욕구충족과 호감성으로 구분
하였다. 이는 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과 경험을 통한 결과에 대
해 평가할 수 있도록 차원을 구성하였다. 환경품질에는 괘적성, 편리
성, 심미성을 두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물리적 시설과 환경 등에
대해 평가하도록 하였으며, 사회품질에는 안전성과 공익성을 두어 해
당 서비스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도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SSQI
모형에서 제시하는 차원들은 SERVQUAL모형의 각 차원들에 부합하
고 있으며, 공공성 차원만 추가적으로 제시되었다.

평가차원 및
항목

평가
모형

∙고객에게 개별적인 관
심과 배려를 표시하는
능력

공감성
(Empathy)

추가적 차원

신뢰성

∙직원의 예절과 지식을
통해 고객에게 신뢰와
확신을 줄 수 있는 능력

확신성
(Assurance)

접근
용이성

고객
응대

∙믿을 수 있고 정확한 임
무(서비스) 수행능력

신뢰성
(Reliability)

창의적
서비스

예상 외 혜택

약속이행,
본원적
욕구충족

성과
품질

KS-SQI

물리적
환경

과정
품질

반응성
∙즉각적이고 자발적인 도
(Responsiveness) 움을 줄 수 있는 정도

∙물리적시설,설비,종업원
의복장등의외형적요소

유형성
(Tangibles)

SERVQUAL

접근
용이성

신뢰성

친절성,
적극
지원성

물리적
환경

과정
측면

예상 외
혜택

본원적
욕구충족

성과
측면

수정된KS-SQI

요소만족

상품품질
(혁신성)

사회적 만족

전반적 만족

성과
지수

사회품질
(공익성,
청렴성)

전달품질
(공감성)

사회품질
(안전성)

전달품질(지
원성, 대응성)

상품품질(편
익성, 전문성)

환경품질

품질
지수

KCSI-PS

<표 3-8> 공공부문 서비스 품질평가 모형 비교

신뢰성

친절성,
신속성

신뢰성

과정
품질

SSQI

호감성

욕구충족

결과
품질
쾌적성,
편리성,
심미성

환경
품질

공익성

안전성

사회
품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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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행 사회서비스 평가 모형과의 비교
우리나라의 사회서비스 품질평가 모형은 기본적으로 SERVQUAL모
형의 체계를 토대로 개발되었다. SERVQUAL모형에서 제시하는 유형
성, 신뢰성, 확신성, 대응성, 공감성에 맞게 항목을 구성하였다. 현행
사회서비스 품질평가 모형에서 제시하는 유형성 요소로는 서비스특성
(서비스 특화지표)를 대치하였으며, 신뢰성에 대해서는 품질신뢰도(품
질평가 4개 영역)을 대응시켜 모형을 개발하였다. 확신성에 대해서는
품질지속성(인력의 전문성 및 근속률)을, 대응성에 대해서는 환류체계
(서비스 모니터링)을 공감성에 대해서는 이용자공감(이용자 만족도)를
대응하도록 모형을 개발하여 활용하고 있다.
<표 3-9> 현행 사회서비스 품질평가 모형
차원

서비스 품질구성

평가지표

유형성
(Tangibles)

∙서비스 특성

- 서비스 특화지표

신뢰성
(Reliability)

∙품질 신뢰도

- 품질평가 4개 영역

반응성
(Responsiveness)

∙품질 지속성

- 인력의 전문성･근속률

∙환류체계

- 서비스 모니터링

∙이용자 공감

- 이용자 만족도

확신성
(Assurance)
공감성
(Empathy)

현행 사회서비스 품질평가 모형은 기관운영, 제공인력 관리, 서비스
제공 및 평가, 서비스 성과, 현장평가단 평가의 다섯 가지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전반적으로 사회서비스 관련 구조와 과정에 중
점을 둔 모형임을 알 수 있다. 기관운영 및 제공인력 관리(2013년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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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경우 인적관리 항목)은 사회서비스 구조와 관련된 항목이며, 서
비스 제공 및 평가(2013년 모형의 경우 서비스투입, 서비스과정 항목)
의 경우 과정과 관련된 항목이다.
우리나라의 사회서비스 품질평가 체계는 현재 4개 바우처 사업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돌봄사업(가사･간병 방문지원서비스, 산
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과 지역사회투자사
업으로 구분하여 제시되고 있다.

1) 돌봄 사업 품질평가 모형 변화
돌봄사업에 대한 품질평가는 제1기(2013년)와 제2기(2016년)에 걸
쳐 이루어져 왔으며, 2019년 제3기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각 시기
별로 품질평가를 위한 평가체계는 변하여 왔다.
2013년 돌봄사업에 대한 품질평가 체계는 기관운영, 인적관리, 서
비스 투입, 서비스 과정, 전반적 평가의 5개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49개 지표에 70점이 배점으로 되어 있으며, 고객만족도는 별도로
측정하도록 되어 있다(고객만족도 고려 시 100점 배점).
기관운영 차원에는 운영체계, 정보관리, 회계관리, 사업평가, 홍보
의 5개 세부항목이 존재하며, 각 3개의 평가지표와 3점씩 총 15개 지
표 및 15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적관리 차원에는 인력관리, 업무관
리, 교육체계, 교육내용, 권리보장의 세부항목에 각3개씩의 평가지표
와 3점씩의 배점으로 이루어져 있다. 서비스 투입차원에는 서비스 환
경과 근속률의 세부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서비스 환경은 3개 평
가지표에 5점, 근속률은 1개 지표에 9점이 배점되어 있다. 서비스 과
정 차원에는 계획수립, 계약체결, 실행 및 모니터링, 서비스연계 및

54 • 서비스 품질평가 모형 개선 연구

종료의 세부항목에 각 3개씩의 평기지표와 5점씩의 배점이 배치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전반적 평가 차원에는 리더십, 서류의 질적 충분성,
사전 자체평가 충실성을 세부항목으로 두고 있으며, 평가지표 3개에
6점의 배점이 되어 있다.
2016년 평가체계에는 기관운영, 제공인력 관리, 서비스 제공 및 평
가, 서비스 성과, 현장평가단, 평가일치도의 7개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39개 지표에 100점의 배점으로 되어 있다. 기관운영과 제공
인력 관리(‘13년 인적관리), 현장평가단(’13년 전반적 평가)은 동일한
차원으로 제시되었으며, 서비스 투입과 서비스 과정이 서비스 제공
및 평가 차원으로 통합되었으며, 별도로 구분되어져 있던 고객만족도
평가가 서비스 성과 차원으로 통합되어 나타나고 있다.
2013년과 2016년의 서비스품질평가 체계를 살펴보면 평가 차원은
증가하였으나 전체적인 지표는 49개(고객만족도 설문문항 10개 제외)
에서 39개로 축소되었으며, 각 차원별 세무항목들이 통합 및 위치 조
정 등이 발생하였다.
2019년 사회서비스 평가체계에서는 기관운영, 제공인력 관리, 서비
스제공 및 평가, 서비스성과, 현장평가단의 5개 차원으로 축소되었다.
이외에도 각 차원별 세부항목(지표)들이 유사지표 간 통ㆍ폐합 등 조
정을 통하여 축소되었다. 기관운영에 대한 세부항목이 운영체계, 정보
관리, 회계관리, 홍보에서 운영체계 단일 항목으로 축소되었으며, 이
를 통해 평가지표 역시 10개에서 4개로 축소되었다. 다만 배점은
2016년 12점에서 2019년 13점으로 1점 확대 되었다.
제공인력 관리 차원에서는 인력채용 및 유지, 교육체계, 권리보장에
서 제공인력 관리 및 교육, 직원복지의 2개 항목으로 축소되었으며,
10개의 평가지표에서 5개로 축소되었다. 배점 역시 2016년 16점에서
2019년 13점으로 축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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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제공 및 평가 차원에서는 서비스 환경, 제공인력 전문성, 계
획수립 및 계약체결, 서비스제공 및 모니터링, 서비스 연계 및 종료,
사업평가의 6개 세부항목에서 서비스 운영체계, 서비스 계획 및 제공,
서비스 관리, 서비스제공 및 모니터링, 서비스 특화지표의 5개 항목으
로 축소되었다. 평가지표는 기존 13개에서 15개(14+1개)로 확대되었
으며, 배점도 34점에서 40점(38+2점)으로 확대되었다.
서비스 성과 차원에서는 2016년 이용자 유지율과 이용자 만족도의
2개 항목에서 2019년에는 제공인력 만족도 항목이 추가되어 3개 항
목으로 구성되었다. 평가지표는 기존 2개에서 3개로 확대되었으며, 배
점은 28점에서 30점으로 확대되었다. 평가일치도 차원은 2019년 평
가체계에서 삭제되었다. 2013년 2016년 2019년 평가체계를 비교하면
다음의 <표 3-10>과 같다.

대항목

평가영역

평가
위원

3
3

15
3
3
3
3
3
15
3
3
3
3
3
4
3
1
12
3
3
3
3

지표수
49

6
6

15
3
3
3
3
3
15
3
3
3
3
3
14
5
9
20
5
5
5
5

배점
70

13
1
1
3
4
3
1
2
1
1

C. 서비스 제공 및 평가
C1. 서비스환경
C2. 제공인력 전문성
C3. 계획수립/계약체결
C4. 서비스제공/모니터링
C5. 서비스연계/종료
C6. 사업평가
D. 서비스 성과
D1. 이용자 유지율
D2. 이용자 만족도

3
3
1
1

10
5
2
3

B. 제공인력 관리
B1. 인력채용 및 유지
B2. 교육체계
B3. 권리보장

E. 현장 평가단
E1. 평가전반
F. 평가 일치도
F1. 일치도

10
4
3
2
1

지표수
39

A. 기관운영
A1. 운영체계
A2. 정보관리
A3. 회계관리
A4. 홍보

평가영역

2016년

<표 3-10> 돌봄사업 품질평가 지표체계 비교

D. 전반적 평가
D1. 리더십, 서류 충분성, 자체평가 충실성

A. 기관운영
A1. 운영체계
A2. 정보관리
A3. 회계관리
A4. 사업평가
A4. 홍보
기관
구조
부문 B. 인적관리
B1. 인력관리
B2. 업무관리
B3. 권리보장
B4. 교육내용
B5. 권리보장
C. 서비스 투입
C1. 서비스환경
C2. 근속률
서비스부 C. 서비스 과정
문
C3. 계획수립
C4. 계약체결
C5. 실행/모니터링
과정
C6. 서비스연계/종료

분류

2013년

6
6
4
4

25
3
25

34
3
2
9
10
6
4

16
8
4
4

12
5
4
4
1

배점
100

D. 서비스 성과
D1. 이용자 유지율
D2. 이용자 만족도
D3. 제공인력 만족도
E. 현장 평가단
E1. 평가전반

C. 서비스 제공 및 평가
C1. 서비스운영체계
C2. 서비스계획/제공
C3. 서비스관리
C4. 서비스제공/모니터링
C5. 서비스특화지표

B. 제공인력 관리
B1. 인력채용 및 유지
B2. 직원복지

A. 기관운영
A1. 운영체계

평가영역

2019년

13
9
4

13
3

배점
100(98+2)

3
1
1
1
2
2

30
3
25
2
4
4

15(14+1) 40(38+2)
3
7
4
12
3
11
2
4
3(2+1)
6(4+2)

5
3
2

4
4

지표수
29(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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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사회투자사업 품질평가 체계 변화
지역사회투자사업에 대한 품질평가는 2014년과 2017년 표준모델에
대한 품질평가가 이루어졌으며, 2015년과 2018년 비표준모델에 대한
품질평가가 이루어졌다. 제3기 품질평가에서는 2020년 표준모델에 대한
품질평가가 2021년 비표준모델에 대한 품질평가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지역사회투자사업에 대한 품질평가에 있어 1기인 2014년과 2015년
에는 표준모델과 비표준모델의 평가체계를 다르게 구성하였다. 기관운
영과 제공인력관리, 현장평가단, 이용자만족도 차원에서는 동일하게
나타났으나, 서비스제공 및 평가 차원에서는 세부항목 간 차이가 발
생하였다. 2014년 표준모델에 대한 평가에서는 계획수립 및 계약체
결, 서비스제공 및 모니터링, 서비스연계 및 종료, 사업평가의 4개 항
목이었던 반면, 2015년 비표준모델에 대한 평가에서는 제공인력 전문
성 항목이 추가되어 5개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평가지표의 수는 11개
에서 13개로 확대되었으며, 배점 역시 32점에서 38점으로 확대되었
다. 평가일치도에 대한 지표가 추가되었으며, 2점이 배점 되었다. 다
만 2014년 체계와 동일하게 나타나는 고객만족도 배점이 30점에서
25점으로 축소되었다. 이와 같이 지역사회투자사업에 대한 평가체계를
달라 가져가면서 피평가기관의 혼란이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지적되어
2017년과 2018년 제2기 평가에서는 통일된 평가체계를 활용하였다.
제2기 품질평가에서는 기관운영, 제공인력관리, 서비스 제공 및 평
가, 서비스성과, 현장평가단, 평가일치도의 5개 차원으로 구성하였으
며, 지표수는 34개로 축소되었다. 기관운영에 대한 항목이 축소되었으
며, 고객만족도 부분이 서비스성과 차원으로 개선되어 나타났다. 지역
사회투자사업에 대한 품질평가 체계 변화를 살펴보면 <표3-11>과 같다.

3
3

1
10문항

E. 이용자 만족도
외부조사

4
3
1

C2. 서비스제공 및 모니터링
C3. 서비스연계 및 종료
C4. 사업평가

D. 현장 평가단
D1. 평가전반

3

C1. 계획수립 및 계약체결

9
4
2
3
11

B. 제공인력 관리
B1. 인력채용 및 유지
B2. 교육체계
B3. 권리보장
C. 서비스 제공 및 평가

30
30

6
6

10
9
4

9

18
9
5
4
32

14
4
5
3
2

100

36(45)

12
4
4
3
1

배점

D. 현장 평가단
D1. 평가전반
F. 평가 일치도
F1. 일치도
E. 이용자 만족도
외부조사

B. 제공인력 관리
B1. 인력채용 및 유지
B2. 교육체계
B3. 권리보장
C. 서비스 제공 및 평가
C1. 제공인력 전문성
C2. 계획수립 및 계약체결
C3. 서비스제공 및 모니터링
C4. 서비스연계 및 종료
C5. 사업평가

A. 기관운영
A1. 운영체계
A2. 정보관리
A3. 회계관리
A4. 홍보

평가영역

2015년(비표준모델)

3
3
1
1
1
10문항

9
4
2
3
13
1
3
5
3
1

11
4
3
3
1

38(47)

지표수

6
6
2
2
25
25

16
7
5
4
38
4
9
12
9
4

13
4
4
3
2

100

배점

2017년 ~ 2018년

1
7
3
1
3
13
1
2
2
5
2
1
3
1
1
1
3
3
1
1

A3. 정보제공
B. 제공인력 관리
B1. 인력채용 및 유지
B2. 제공인력 교육훈련
B3. 직원복지
C. 서비스 제공 및 평가
C1. 제공인력 전문성
C2. 초기상담 및 서비스계획
C3. 계획수립 및 서비스변경
C4. 서비스제공 및 모니터링
C5. 서비스연계 및 종료
C6. 사업평가
D. 서비스 성과
D1. 이용자 유지율
D2. 이용자 만족도
D3. 제공인력 만족도
E. 현장 평가단
E1. 평가전반
F. 평가 일치도
F1. 일치도

34

지표수

7
4
2

평가영역

A. 기관운영
A1. 운영체계
A2. 정보관리

<표 3-11> 지역사회투자사업 품질평가 지표체계 비교

지표수

A. 기관운영
A1. 운영체계
A2. 정보관리
A3. 회계관리
A4. 홍보

평가영역

2014년(표준모델)

1
14
6
3
5
35
2
5
6
12
6
4
30
3
25
2
6
6
4
4

11
7
3

100

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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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선행연구를 통한 평가체계 비교
사회서비스 품질평가 모형의 개선 방향을 알기 위해서는 공공서비
스 품질에 대산 선행연구를 통해 평가모형과 차원이 어떻게 변화하였
는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공공부문 서비스 품질평가 모형에 대
한 연구들은 SERVQUAL모형을 기반으로 평가 대상이 되는 사업(서
비스)에 맞는 차원과 항목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Wisniewsky & Donnelly(1996)은 공공도서관의 서비스를 대상으로
SERVQUAL모형에 대한 문헌연구를 활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Wisniewsky & Donnelly(1996)은 평가모형의 차원으로 SERVQUAL
모형에서 제안한 유형성, 신뢰성, 대응성, 확신성(보증성), 공감성을
활용하였다.
Bigne et al.(2003)은 병원과 도서관을 대상으로 SERVQUAL모형
을 활용하여 평가를 진행하는 연구를 실시하였다. SERVQUAL모형의
유형성, 신뢰성, 대응성, 확신성, 공감성 차원 외에 결과의 질 차원을
추가하였으며, 이를 통해 전반적 서비스 품질과 함께 전반적 만족도
를 측정하고 평가하였다.
허정옥ㆍ김정희(2000)는 행정서비스를 대상으로 SERVQUAL모형을
수정한 25개 항목을 활용하여 평가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허정옥ㆍ
김정희(2000)는 측정차원으로 SERVQUAL모형의 유형성, 신뢰성, 대
응성, 확신성, 공감성을 활용하였다.
송건섭(2003)은 지방정부의 공공서비스를 대상으로 SERVQUAL모
형 기반의 16개 항목을 통해 유형성, 신뢰성, 대응성, 확신성, 공감성,
결과의 질 등 6개 차원으로 평가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객관적 평
가지표로서 능률성과 효과성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우양호ㆍ홍미영(2004)는 공공서비스를 대상으로 SERVQUAL모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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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한 모형을 활용하였다. 이를 통해 유형성, 신뢰성, 대응성, 확신
성, 공감성, 결과의 질 등 6개 차원을 제시하였으며, SERVQUAL모형
의 22개 항목에 결과의질 측정을 위한 4개 항목을 추가하였다.
이곤수ㆍ송건섭(2005)은 행정서비스를 대상으로 SERVQUAL모형을
보완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SERVQUAL모형의 유형성,
신뢰성, 대응성, 확신성, 공감성 차원을 활용하였으며, 23개 측정항목
을 활용하였다.
김은정ㆍ정소연(2009)은 재가돌봄서비스를 대상으로 SERVQUAL모
형을 변형하여 서비스 품질에 대한 평가 연구를 실시하였다. 해당 연
구에서는 사회성, 보증성, 신뢰성, 공감성, 응답성 차원으로 품질 평
가 차원을 구성하였다.
천재영ㆍ최영(2018)은 공익형 노인일자리를 대상으로 SERVQUAL
모형을 활용한 품질평가 연구를 실시하였다. 해당 연구에서는 품질의
구성차원을 결과품질, 상호작용품질, 환경품질, 사회품질의 네 가지차
원으로 제시하였으며, 각각의 하위 요인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SERVQUAL모형에 기초한 공공분야 서비스 품질관리에 대한 연구
경향은 <표 3-1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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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3> SERVQUAL모형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품질평가 주요 연구
연구자

대상

천재영ㆍ최영
(2018)

공익형
노인일자리

김은정ㆍ정소연(
2009)

사회서비스(
재가돌봄)

이곤수ㆍ송건섭(
2005)

행정서비스

우양호ㆍ홍미영(
2004)

공공서비스

송건섭(2003)

지방정부
공공서비스

허정옥ㆍ김정희(
2000)

행정서비스

Bigne et
al.(2003)

병원 및
도서관

Wisniewsky &
Donnelly(1996)

공공도서관

모형
차원

항목

개발
방법

결과, 상호작용,
환경, 사회 품질
사회성, 보증성,
신뢰성, 공감성,
응답성
유형성, 신뢰성,
대응성, 확신성,
공감성
유형성, 신뢰성,
대응성, 확신성,
공감성, 결과의 질
유형성, 신뢰성,
대응성, 확신성,
공감성, 결과의 질
유형성, 신뢰성,
대응성, 확신성,
공감성
유형성, 신뢰성,
대응성, 확신성,
공감성, 결과의 질
유형성, 신뢰성,
대응성, 확신성,
공감성

SERVQUAL 수정
보완 36개 항목

문헌
연구

SERVQUAL 수정
20개 항목

문헌
연구

SERVQUAL 수정
보완 23개 항목

문헌
연구

SERVQUAL 22개
+ 결과의 질
4항목

문헌
연구

SERVQUAL 수정
16개 항목

문헌
연구

SERVQUAL 수정
보완 25개 항목

문헌
연구

SERVQUAL 22개
항목

문헌
연구

SERVQUAL 22개
항목

문헌
연구

제4절 분석 종합 및 시사점

1. 현행 사회서비스 품질평가 모형의 문제점
사회서비스 품질평가 모형의 체계와 영국 및 미국의 사회서비스 품
질평가 체계, 현행 사회서비스 품질평가 체계를 비교해 보면 우리나
라 사회서비스 평가체계상의 한계점과 문제점을 살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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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사회서비스 품질평가 체계의 문제점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첫째, 품질평가 모형 자체의 문제점, 둘째, 평가지표의
문제, 셋째, 평가수행 주체의 문제, 넷째, 평가방법의 문제로 구분해
볼 수 있다.
<표 3-12> 현행 사회서비스 품질평가 체계의 문제점
영역

문제점

평가모형

∙SERVQUAL모형에 적합하지 않은 평가 모형
∙과정에만 치우친 평가 모형
∙만족도와 서비스품질을 구분하지 못한 평가 체계

평가지표

∙품질이 아닌 기관 운영 위주의 평가지표
∙공급자 위주의 평가지표

평가주체

∙이용자가 아닌 전문가에 의한 평가수행

평가 방법

∙정량평가와 정성평가가 모호

1) 사회서비스 품질평가 모형의 문제점
사회서비스 품질평가 모형에 있어 첫 번째 문제점은 사회서비스 품
질평가를 위한 평가모형 구성의 문제이다. 현행 사회서비스 품질평가
모형은 SERVQUAL모형의 이론적 체계를 따르고 있다고 제시하였으
나 실제는 이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SERVQUAL모
형에서 제시하는 유형성, 신뢰성, 반응성, 확신성, 공감성의 차원이
평가모형에 제대로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유형성은 사회서비스 제공
을 위해 필요로 하는 물리적 시설 및 설비, 종사자의 복장 등 외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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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부분으로 정의되나 현행 평가모형에서 제시하는 유형성은 서비스
가 가지는 특성으로 제시되고 있어 동일 차원으로 판단할 수 없다.
반응성은 이용자의 요청에 즉각적이고 자발적으로 도움을 주는 정도
를 의미하는데 현행 평가체계에서 제시하는 품질 지속성은 이용자의
요청에 대한 반응 정도를 평가하기엔 무리가 있다. 품질 지속성의 경
우 SERVQUAL모형에서 제시하는 확신성과 연관이 더 깊은 차원으로
사회서비스가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제공될 것이라는 확신을 주는
차원에서 확신성에 더 접합한 차원일 것이다.
다만 신뢰도와 공감성은 일부 항목에서 일치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SERVQUAL모형에서 신뢰도는 믿을 수 있고 정확한 서비스 수행
능력으로 정의되는데 현행 평가체계에서 제시하는 품질 신뢰도는 동일
한 차원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세부 평가지표가 품질평가 4개
영역으로 제시되고 있어 평가차원과 항목이 일치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공감성은 고객에게 개별적인 관심과 배려를 표하는 능력을 의
미하는데 제공인력 만족도에서 일부 평가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또한 SERVQUAL모형에서는 기대된 서비스와 지각된 서비스의 차
이를 바탕으로 품질을 평가하도록 되어 있는데 비해 현행 서비스 품
질평가 모형에서는 지각된 서비스에 대한 측정만으로 평가하도록 되
어 있는 문제점이 있다.
사회서비스 평가모형의 두 번째 문제점은 과정에 치우친 평가모형
이라는 것이다. SERVQUAL모형의 구조를 따르면서 서비스의 결과적
측면보다는 과정적 측면에 치우친 평가모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SERVQUAL모형은 서비스제공자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이 과정에
서 이용자가 기대한 기준과 실제 경험을 통해 지각한 정도를 평가하
도록 되어 있다. 현행 사회서비스 품질평가 모형 역시 서비스 제공과
정에 치우친 평가 차원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한계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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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문제점은 사회서비스 품질평가에 있어 서비스 품질과 이용
자 만족도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서비스 품질은 평가하
는 사람이 서비스에 대해 가지는 절대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실제 경
험을 통한 지각을 비교하여 평가함으로써 측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
다. 반면 고객만족도는 서비스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느끼는 감정
에 기반한 평가방법이다. 따라서 서비스 품질과 고객만족도는 서비스
평가에 대한 차이점이 존재함에도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 평가라는 측
면으로 인해 혼동되어서 활용되고 있다. 현행 사회서비스 품질평가
모형에서도 고객만족도를 서비스 품질평가로 혼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2) 사회서비스 품질평가 지표의 문제점
사회서비스 품질평가 지표에 있어 첫 번째 문제점은 대부분의 평가
지표가 서비스 품질이 아닌 기관 운영에 대한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는 것이다. 기관운영이나 제공인력 관리 차원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
는 기관을 운영하는데 있어 필요한 부분을 평가하기 위한 평가체계이
다. 특히 하위 평가 항목 및 지표들을 살펴보면 이러한 현상은 더욱
두드러진다. 기관운영 차원에는 운영체계라는 하위항목이 존재하며,
이는 다시 운영규정 및 지침, 회계관리, 시설 및 이용자 안전관리, 개
인정보호와 같은 평가지표들로 연계된다. 제공인력 관리 차원에는 제
공인력 관리 및 교육, 직원복지의 하위항목이 존재한다. 제공인력 관
리 및 교육 항목은 노무관리, 제공인력 근속비율, 제공인력 교육 등의
하위 지표가 존재하며, 직원복지에는 복리후생과 고충처리라는 평가지
표로 연계된다. 현행 사회서비스 품질평가 모형의 기관운영 및 제공
인력 관리 차원을 살펴보면 사회서비스 제공 기관을 운영하는데 갖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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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야 할 필수적인 최소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사회
서비스 제공기관이 제공하는 사회서비스가 얼마나 질적으로 우수한가
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기관이 잘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을 마
련하고 있는가를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두 번째 문제점은 이용자가 아닌 기관의 입장에서 개발된 항목과
지표들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서비스 제공과 이에 대한 성과 차
원은 실제 사회서비스 이용자들 대상으로 측정되고 평가되어야 할 차
원이다. 서비스 제공 및 평가 차원에는 서비스 운영체계와 서비스 계
획 및 제공, 서비스 관리, 서비스종료, 서비스 특화지표의 하위항목으
로 구성되어 있다. 서비스 운영체계 항목에 대한 평가지표를 살펴보
면 사업계획 및 평가가 갖추어져 있는지, 서비스 정보를 게시하고 있
는지의 평가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서비스 계획 및 제공항목은 초
기상담의 실시여부, 서비스 제공계획의 수립여부, 서비스 제공계약 여
부, 계획적인 서비스 제공여부, 서비스 제공기록의 관리여부로 구성되
어 있다. 서비스 관리 항목은 이용자 불만처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서비스에 대한 정기 회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서비스 모니터링이
이루어지고 있는지가 평가지표로 제시되어 있다. 서비스 종료항목에는
서비스 종료안내 여부, 지역사회 연계 여부 등이, 서비스 특화지표 항
목에는 각 사업별 서비스 관리 여부가 평가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이
와 같이 서비스 제공에 대한 품질평가 지표들이 제공자 입장에서 측
정하고 평가할 수 있는 지표들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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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서비스 품질평가 주체의 문제점
사회서비스 품질평가 수행주체와 관련된 문제점은 이용자에 의한
평가가 아닌 기관 관계자와 전문가에 의해 주로 이루어지는 평가라는
것이다. 물론 이용자 만족도 평가가 이루어지긴 하나 대부분의 평가
는 전문가의 현장평가와 기관관계자에 의한 자체평가로 이루어지고
있다. 서비스 품질평가는 근본적으로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평가체계이다. 그러나 현행 평가는 기관에서 자체평가 후 일부에 대
해 전문가가 현장에서 평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면서 실제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활동들에 대한 평가가 어려운 한계점
이 존재한다. 또한 이용자들이 사회서비스와 기관을 선택함에 있어
실제 이용자들의 의견 반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보니 이용자의
선택에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4) 사회서비스 품질평가 방법의 문제점
사회서비스 품질평가 방법과 관련해서 정량평가의 방법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행 사회서비스 품질평가에서는 서
비스 제공기관들이 지침을 마련하고 있으며, 관리를 잘하고 있는가를
전문가가 살펴보고, 해당 지침이 마련되어 있으면 평가 점수에 반영
되는 형식이다. 그러나 해당 지침이 실제 활용 가능한 내용으로 잘
구성되어 있는지,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잘 지켜지고 있는지와 같은
사항들은 평가할 수 없는 구조라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실질적으로 이용자가 평가할 수 있고 향후 서비스 선택과정에 활용될
수 있도록 서비스 품질평가 모형과 체계의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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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사점
이 장에서는 우리나라 공공부문 서비스 품질평가 체계에 대한 분석
과 국내외 사회서비스 품질평가 체계에 대해 살펴보았다. 우리나라
공공부문 사회서비스 품질평가 체계는 SERVQUAL모형에 기반한 평
가항목을 구성하고 있으며, 측정 및 평가방법에는 SERVPERF 모형에
기반하여 마련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사회서비스 품질평가
에 있어서는 기관 운영에 대한 지표가 아닌 서비스 자체 품질에 대한
내용을 위주로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측정방법에 있어
서도 전문가에 의한 평가보다는 소비자에 의해 평가되는 방식을 취하
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최근의 공공부문 서비스 품질평가에서 두드러진 방향성은 소비자에
의한 주관적 품질평가와 전문가에 의한 객관적 평가가 종합적으로 이
루어지고 있다는 측면이다. 이를 통해 서비스 기관에 대한 평가는 전
문가에 의한 객관적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서비스 품질에 대해
서는 소비자에 의한 주관적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
었다. 또한 서비스 품질에 대한 소비자 평가에서는 사회서비스에 대
한 과정, 결과, 상호작용, 환경에 대한 품질평가 뿐만 아니라 사회적
책임성에 대한 부분까지 품질로 인식하고 평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회서비스 품질평가에 대한 국외사례 분석을 통해 사회서비스 품
질평가에 대한 방향성을 확인하였다. 영국과 미국의 품질관리 사례를
통해 사회서비스 품질평가제도가 서비스에 대한 최소품질기준을 제시
하여 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최소기준 제시와 평가에
있어 서비스제공기관에 대한 평가(인증제)를 통하여 기관평가와 서비
스 품질평가를 동시에 수행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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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공공서비스 품질평가 체계에 대한 분석과 해외사례 분석을 바
탕으로 사회서비스 품질평가에 있어 제공기관에 대해서 최소품질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서비스 품질 자체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인식
하는 정도를 통해 평가가 이루어는 종합적 평가체계가 마련도록 하여
야 할 것이다. 또한 평가주체도 기관에 대한 최소품질은 전문가에 의
해 객관적인 평가가, 서비스 품질은 소비자에 의한 주관적 평가가 이
루어지도록 평가모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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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모형 개선의 기준
현재의 사회서비스 품질평가 모형에 대한 개선을 위해서는 명확한
개선의 기준과 방향성 수립이 선행되어야 한다. 평가 모형 개선의 기
준은 보편 타당한 것이여야 하며, 평가 모형 개발에 활용하는 이론적
모형이 가지는 기준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평가대상이 가지
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일부 예외적 상황의 적용도 고려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서비스 품질평가 모형 개선을 위하여 서비스 품
질평가의 이론적(기본)모형 및 지표체계와 우리나라의 공공부문 서비
스 품질평가 모형 및 지표체계, 현재 사회서비스 품질평가 모형 및
지표체계를 상호 비교 분석 및 검토하였다. 현행 사회서비스 품질평
가 모형의ㅏ문제점을 도출하고, 제4기 사회서비스 품질평가를 위한
평가모형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 사회서
비스 품질평가 모형 개선을 위해 네 가지 기준을 확립하였다. 네 가
지 기본기준은 과정품질과 결과품질의 균형적 고려, 기관 운영에 대
한 지표에서 서비스 중심 지표로의 전환, 공급자/전문가 중심에서 이
용자 중심 평가로의 전환,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반영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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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정품질과 결과품질의 균형적 고려
SERVQUAL모형에서 제시하고 있는 유형성, 신뢰성, 반응성, 확신
성, 공감성 등 5가지 품질차원은 대부분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의 품질에 해당하는 과정품질이라고 할 수 있다(Richard & Allway,
1993; Dabholkar & Overby, 2005, 라준영 & 이승규, 2008).
SERVQUAL모형에 앞서 제시된 Gronroos(1984)의 서비스 품질평가
모형에서는 서비스의 품질을 기능적 품질과 기술적 품질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기능적 품질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 해당 하는 것으
로 이용자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 대해 기대하고 인지한 정도의
차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과정품질에 해당한다. 기술적 품질은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의 결과로 인해 기대하는 수준(규범적 기준)과 실제 경험
결과에 대한 인지의 차이를 의미하는 것으로 결과품질에 해당한다.
Gronroos(1984)는 서비스 품질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과정과 결과가 균형적으로 평가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SERVQUAL모형을 제시한 Parasuraman & Zeithaml, Berry(1988)
역시 서비스 품질을 평가할 때는 서비스의 제공과정과 그로 인한 결
과적 측면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SERVQUAL모형의 5가지 품질 차원은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제공기관
과 이용자 간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이용자가 기대하고 지각하는 정도
로 평가된다는 측면에서 과정품질이 중심이되는 평가 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SERVQUAL모형에 기반을 두고 개발된 현행 사회서비스 품
질평가 모형 역시 과정품질 중심의 평가체계를 가지고 있다.
Gronroos(1982)는 결과품질에 대해 고객에게 남겨진 것으로 정의
하였다(라준영 & 이승규, 2008). 고객에게 남겨진 것이란 이용자가
서비스의 결과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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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해 각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결과품질 역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
다. 결과품질에 대한 지표를 일반화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기는 하
나,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다양한 형태의 결과품질이 제시되었다.
Powpaka(1996)은 품질우수성, 품질수용성, 품질만족도를 결과품질로
제시하였으며, 국내연구에서 라준영 & 이승규(2008)는 유의성과 생활
의 질을 결과품질로 제시하고 있다. 라준영 & 이승규(2008)가 제시한
유의성 차원의 결과품질을 측정하기 위해 목적달성도(서비스 이용 목
적의 달성정도), 욕구충족도(고객의 사전 욕구가 서비스를 통해 충족
된 정도), 유용성(제공받은 서비스가 유용한 정도)을 측정항목으로 제
시하였다. 생활의 질 차원이 결과품질을 측정하기 위해 물질성(서비스
가 제공하는 물질적 혜택에 대한 고객의 호불호 인지), 생활조건(건강,
환경, 수입, 노동, 학습 등 단기적인 생활 조건의 개선)을 측정항목으
로 제시하였다.
이에 과정품질 중심의 현행 사회서비스 품질평가 모형에 결과품질
의 요소를 반영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서비스 이용의 결과로 나타날
수 있는 결과에 대한 이용자의 지각을 측정하고 평가할 수 있는 방향
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2. 최소기준 평가에서 품질관리 방안으로 전환
현행 사회서비스 품질평가 모형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운영에
대한 지표들을 중심으로 개발되어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사회서비스
도입기간이 짧고 정착단계에 접어드는 특성에 기반하고 있다. 사회서
비스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시장에 다양한 서비스 제공기관들이 진입하
여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는 사회서비스에 대한 품질평가를 통해
서비스 제공기관들이 갖추어야 할 최소기준을 제시하여 왔다. 이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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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현행 사회서비스 품질평가 모형에는 서비스 제공기관이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기준을 평가하는 항목과 지표들로 구성되어 있다.
서비스 품질 평가는 해당 서비스가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을 바탕으
로 해당 서비스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
는 것이다. 따라서 궁극적인 의미의 사회서비스 품질평가는 기관운영
을 위한 최소기준의 제시가 아니라 실질적인 서비스 제공과정 및 결
과에 대한 측정과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평가모형 및 체계를 전
환할 필요가 있다.
다만 다수의 국외 사례에서 살펴보듯이 사회서비스에 대한 최소기
준은 기관평가적 요소를 갖춘 인증제로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시
설평가와 품질평가가 분리되어 이루어질 수 있으나, 우리나라 그렇지
못한 실정이다. 이에 사회서비스 품질에 대한 최소기준 설정이 반드
시 고려되어야 하며, 4기 사회서비스 품질평가에서는 최소기준과 품
질평가적 요소를 동시에 고려한 모델 개발이 필요하다.

3. 공급자/전문가 중심에서 이용자 중심 평가로의 전환
서비스 품질이란 서비스 제공과정과 결과에서 기대되는 품질수준
(규범적 기준)과 지각된 성과와의 차이를 통해 측정할 수 있다. 기대
수준이란 서비스를 통해 이용자가 얻기를 기대하는 수준으로 해당 서
비스가 갖추어야 할 규범적인 기준을 의미한다. 반면 지각된 성과란
해당 서비스 이용을 통해 달성하였다고 인식하는 수준을 의미한다.
서비스는 최종결과물이 무형으로 존재하는 무형재로서 품질과 성과
를 측정할 수 있는 유형의 물리적 제품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상품에 대한 품질평가와는 다르게 해당 서비스를 경험한 이용자의 인
식을 바탕으로 평가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며, 타당한 평가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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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Gronroos(1985)가

제시한

서비스품질평가

모형과

Parasuraman & Zeithaml, Berry(1988)이 제시한 SERVQUAL모형,
삼요소모형, 다단계모형 같은 서비스 품질평가에 대한 개념적(기본)모
형들은 모두 이용자의 인식을 바탕으로 서비스 품질을 측정하고 평가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내의 공공분야 서비스 품질평가 모형들도 모
두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서비스 품질 측정 및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사회서비스 품질평가는 서비스 제공 기관 관계자가 자
체평가를 시행하고, 이를 전문가로 구성된 현장평가단이 2차로 평가
를 진행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아울러 현장평가도 대상기관
전체에 대해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비율(2019년 40%)만을 대상
으로 하고 있다. 이로 인해 현행 사회서비스 품질평가 체계로는 서비
스 품질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사회서비스의 품질을 측정하고 평가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제공자와 전문가에 의한 평가가 아니라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고 경험
한 이용자에 의한 평가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4.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반영
우리나라의 사회서비스는 급속한 시장화를 추구하면서 사회서비스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공성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 사회서비스는 기본
적으로 국민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공적영역의 돌봄서비스를 의미한다.
특히 전자바우처를 통해 정부의 재원을 투입하여 돌봄이 필요한 국민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사회서비스의 특성 상 해당 서비스를 통해 달성하
여야 하는 공공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공공성은 개인이나 단체가 아닌 사회 구성원 전체에 두루 미치는
가치를 의미한다. 즉, 사회전반에 걸쳐 공유되는 사상과 이를 통해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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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되어야 할 가치체계를 의미한다. 이와 관련하여 이승훈(2008)은 공
공성을 주체로서의 공공성, 절차적 공공성, 내용적 공공성으로 구분하
고 있다. 주체로서의 공공성은 공공성을 실현하거나 제공하는 기관이
누구인가와 관련된 개념이다. 주체로서의 공공성은 정책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으로 구분하고 공공기관이 제공
하는 사회적 가치만을 공공성이라고 정의하는 개념으로 매우 협소하
고 핵심적인 수준의 공공성에 대한 정의이다. 절차적 공공성은 정책
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가 어디인가와 관계없이 제공과정 속에서
정부의 통제나 규제 정도를 통해 달성된 가치를 의미한다. 즉, 정책의
실현과 서비스 제공과정을 통해 발생하는 사회적 가치를 의미하며,
이 경우 공공성을 바라보는 다차원적 관점이라고 할 수 있다. 내용적
공공성은 정책과 서비스의 내용을 바탕으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것을 의미하며, 가장 광의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적
관점의 공공성이라고 할 수 있다. 공공성과 관련하여 양성욱(2013,
2016)은 공공성이 주체로서의 공공성에서 절차적 공공성, 통합적 관
점의 공공성으로 발전해 나간다고 제시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현대 사회에서 사회서비스에 있어 공공성이 중요시되고
있는 것은 사회서비스가 가지는 특성에 기인하고 있다. 사회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대인 서비스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특히 이 경우 대상자는 사회적으로 보호와 돌봄이 필요한 사회적 약자
를 의미한다. 이로 인해 사회서비스는 돌봄의 윤리(ethics of care)라
는 측면이 강조되고 있으며, 이는 곧 공공성의 강화로 연결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사회서비스 품질평가 모형이나 체계를 통해서는 사
회서비스가 추구하는 공공성에 대한 성과를 측정하고 평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현행 사회서비스 품질평가에서도 사회서비스가
가지는 공공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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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사회서비스 품질평가 모형 개선방향
앞서 사회서비스 품질평가 모형 및 선행연구 등을 통해 제4기 사회
서비스 품질평가를 위한 모형 개선의 기준 및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사회서비스 품질평가 모형의 개선을 위한 기본방향으로 크
게 과정품질과 결과품질에 대한 균형적 배치, 최소기준과 서비스 품
질평가 기준에 대한 균형적 반영, 공급자/전문가에서 이용자로의 평
가 주체 전환, 사회서비스 공익성의 추구 등으로 제시하였다. 이상의
기준에 따른 제4기 사회서비스 품질평가 개선 방향은 다음과 같다.

1. 최소기준과 서비스품질평가 기준의 상호보완
본 개선방안에서 우선적으로 고려한 것은 제4기를 위한 사회서비스 품
질평가 모형의 영역을 조직부문과 서비스부문으로 구분한 것이다. 근본적
으로 사회서비스 품질에 대한 평가는 조직운영에 대한 부분을 반영하지
않으며, 이용자의 인식을 통해 서비스 전반에 대한 인지적 측정과 이를
통한 성과평가를 실시한다. 그러나 이와 같이 근본적 의미의 사회서비스
품질평가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제공기관이 최소한의 사회서
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이 마련되어 있다는 가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영국과 같이 강제인증제 방식을 도입하여 사회서비스 제공기관들이
최소한의 시설 기준을 갖추도록 하거나, 미국과 같이 자유주의 시장
논리의 적용을 통해 서비스제공기관이 스스로 최소한의 품질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시장에서 살아남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 이용자 인식
을 통한 사회서비스 품질평가가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등록제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최소한은 기준
을 정해주고 이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으나, 강제퇴출 규정 등이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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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고 있다. 사회서비스 품질평가 모형에 최소기준에 대한 부분
이 배제될 경우 사회서비스 제공기관들은 해당 기준을 준수하려 하지
않을 것이며, 사회전반적으로 사회서비스의 품질이 낮아질 수밖에 없
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는 최소기준의 제시가 서비스 제공
기관들에게 규제로 작용하고, 이로 인해 서비스 제공기관 입장에서는
추가적인 자원의 투입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4기 사회서비스 품질평가에서도 기관운영 부분은 반드시
포함되어 서비스 제공기관 운영을 위한 최소기준이 제시되어야 할 것
이다. 이에 평가영역을 기관과 서비스의 상위범주로 분류하고, 하위에
품질평가 차원을 새롭게 배치하는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다만 기관부문의 경우 기관운영과 제공인력관리 차원, 현장평가단
의 전반적 평가부분을 통합하여 기관운영차원으로 축소하고, 기관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평가 기준으로 수정하는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2. 과정품질과 결과품질의 고른 반영
서비스 품질평가에 대한 선행연구를 통해 공공서비스 품질평가는
과정품질뿐만 아니라 결과품질에 대한 부분까지 반영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현행 사회서비스 품질평가
모형이 기반하고 있는 SERVQUAL모형은 과정품질에 중점을 두고 있
다는 문제점이 한계점이 있어 서비스의 결과로 나타나는 성과를 측정
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과정품질뿐만 아니라 결과품질에
대한 균형적인 반영을 통해 서비스의 제공과정 뿐만 아니라 해당 서
비스를 통해 달성한 성과까지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모형의 개선방안
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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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1기 ~ 3기까지 활용되어온 사회서비스 품질평가 모형은 서
비스 제공 및 평가와 서비스 성과차원이 존재하였다. 그러나 해당 차
원으로는 사회서비스에 대한 과정품질 평가는 가능하나 결과품질 평
가는 불가능한 한계가 존재하였다. 이에 기존 평가모형의 C(서비스
제공 및 평가)차원과 D(서비스 성과) 차원을 통합한 후 SERVQUAL모
형을 수정 보완한 형태로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에 C차원과 D차원을 서비스 영역으로 통합한 후 과정품질, 결과
품질, 상호작용품질, 환경품질, 사회품질의 다섯 가지 차원으로 구분하
여 사회서비스품질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3. 공급자/전문가에서 이용자로의 평가 주체 전환
기존의 사회서비스 품질평가는 서비스 공급자에 의한 자체평가(1단
계)와 일정비율의 기관을 대상으로 한 전문가 현장평가(2단계)로 진행
되어 왔다. 이로 인해 실제이용자의 의견은 이용자 만족도에만 반영
되어 실질적으로 사회서비스에 대한 품질평가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사회서비스 품질평가 모형에서는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에 대한 평가가 확대될 예정이다. 특히 서비스
품질에 대해 과정, 결과, 상호작용, 환경, 사회품질의 다섯 가지 차원
으로 구분하고, 이용자들의 의견을 평가결과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개
선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기존 공급자/전문가 위주의 평가 주체에서
이용자와 공급자/전문가의 평가영역을 구분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전문가는 서비스제공 기관이 운영을 위한 최소기준을 충족시키
고 있는지 평가할 수 있도록 기관 영역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추진
할 필요가 있다. 반면 서비스 영역에 대한 평가는 이용자가 직접 실
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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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회서비스의 공익성 추구
사회서비스는 그 자체로 공익적 목적과 성격을 가지고 있다. 따라
서 사회서비스를 통해 공익을 실현하고 있는지 평가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서비스 영역에 사회품질 차원을 제시하고, 해당 차원에서
보편적 서비스의 제공정도, 추구하는 공익성의 달성정도에 대한 평가
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5. 서비스품질평가 근원 모형의 변경
사회서비스 품질평가에 적용하는 근본모형을 SERVQUAL모형의 적
용이

아니라

SERVPERF모형으로의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다.

SERVQUAL모형은 서비스의 품질평가를 위해 기대된 서비스와 지각
된 서비스를 측정하고, 이들의 차이를 통해 서비스품질의 우수성 정
도를 평가한다. 그러나 이 경우 이용자를 대상으로 기대와 성과에 대
한 인식을 측정하여야 하고 이로 인해 응답자의 오류가 발생할 가능
성이 높으며, 물리적인 한계가 존재한다.
이에 SERVQUAL모형의 측정에 대한 한계를 제시하고, 성과에 대
한 한번의 측정만으로 서비스품질을 평가할 수 있다는 이론적 근거를
제시한

SERVPERF모형을

기본모형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

SERVPERF모형은 SERVQUAL모형에서 제시하는 다섯가지 품질차원
과 평가항목을 모두 활용하고 있어 현행 사회서비스 품질평가 운영에
적합한 이론적 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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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평가방법의 개선
현행 사회서비스 품질평가 모형은 기관의 입장에서 갖추어야 할 최
소기준의 준수여부를 평가하도록 되어 있다. 이로 인해 각 지표별 해
당 여부를 판단하는 ox형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정량평
가의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고 하나 실질적인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하
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제4기 사회서비스 품질평가를 위한 모형개선
에서는 사회서비스에 대한 최소기준을 위한 전문가 평가와 품질에 대
한 소비자 평가로 구분하여 각기 다른 평가 방법의 적용이 요구된다.
현재와 같이 평가 항목에 대해 자격요건 충족 여부에 따른 평가가 아
니라 실질적인 정성평가가 이루어지도록 변경할 필요가 있다. 전문가에
의해 단순히 점수로 계산된 평가 결과가 아니라 해당 항목에 대한 심도
있는 결과 도출을 통해 사회서비스에 대한 최소 기준을 충족하고, 나아가
기관 및 서비스의 질적 제고로 연결될 수 있도록 연결되어야 할 것이다.
소비자에 의한 서비스 품질평가는 객관적 정성평가가 어렵다. 소비
자에 의한 사회서비스 품질평가는 이용자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되기
때문이다. 소비자는 본인이 해당 서비스에 대해 기대하는 품질의 수
준이 있으며, 서비스 혹은 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의 기대수준을 충
족시켰는가를 판단의 근거로 삼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사회서비스
품질에 대한 측면에서는 이용자 인식을 숫자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
는 정량평가가 적합할 것이다.

7. 사회서비스 품질평가를 위한 시스템 개발 및 활용
사회서비스 품질평가 모형 및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해당 시스
템의 개발 및 활용이 필수적이다. 서비스 부문에 대해서는 이용자의

82 • 서비스 품질평가 모형 개선 연구

서비스 종료 후 일정기한 안에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상시적인 평가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서비스 이용자가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고 나
서 이에 대한 평가를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발하고 서비
스제공자와 이용자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빠르게 보급되고 있는 스마트 기기를 활용하여 이용자라면 누구나
손쉽게 평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개인의 평가결과에 대
한 보호, 전체 이용자의 평가결과의 최종평가에 대한 활용 등이 이루
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이 구축되고 운영 및 관리되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기관의 운영과 관련한 자료를 시스템에 입력할 수 있도록 전
산화가 필요하다, 예산회계 프로그램 활용, 종사자의 이력 및 자격관
리 등 관련자료의 전산화를 통해 평가 전문가가 평가에 활용할 수 있
도록 할 필요가 있다.

8. 평가결과의 활용 및 사후관리
사회서비스 품질평가를 실시하는 목적은 사회서비스의 품질을 제고
하여 대상자들에게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련 시장을 확대
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서는 평가결과는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를 적
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사회서비스 품질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잠재적 이용자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와 제공기관을 선택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평가 결과가 미진한 기관들에게 사후관리
를 통해 서비스품질을 향상을 위해 노력하도록 규제 및 관리하거나
사회서비스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등 사후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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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사회서비스 품질평가 모형 개선(안)
제시된 사회서비스 품질평가 개선방안 반영한 제4기 사회서비스 품
질평가 모형의 개선(안)은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기존 3기 평가모형에서는 서비스특성, 품질신뢰도, 품질지속성, 환류
체계, 이용자 공감의 다섯 가지 차원을 제시하였다. 이를 제4기 평가
모형(안)에서는 과정품질, 결과품질, 환경품질, 상호작용품질, 사회품질
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SERVQUAL모형에서 제시하는 유형성, 신뢰
성,

반응성, 확신성, 공감성차원을 바탕으로 새롭게 수정보완하였다.

사회서비스 품질평가 모형 개선(안)의 환경품질은 SERVQUAL모형의
유형성창원에 해당 하는 내용임을 확인할 수 있다. 과정품질은
SERVQUAL모형의 신뢰성과 확신성 차원에 해당하며, 상호작용품질은
SERVQUAL모형의 반응성과 공감성 차원에 해당한다. 환경, 과정, 상
호작용 차원에 새롭게 결과품질과 사회품질을 분류하여 다섯 가지 차
원으로 구성토록 하였다. SERVQUAL모형, 3기 품질평가 모형, 4기 품
질평가모형(안) 간의 비교를 살펴보면 다음의 <표 4-1>과 같다.
<표 4-1> SERVQUAL, 3기 품질평가, 4기 품질평가(안) 모형 비교
SERVQAUAL

3기

4기(안)

유형성(Tangibles)

∙서비스 특성

∙환경품질

신뢰성(Reliability)

∙품질 신뢰도

∙과정품질

반응성(Responsiveness)

∙품질 지속성

∙상호작용 품질

∙환류체계

∙과정품질

∙이용자 공감

∙상호작용품질

확신성(Assurance)
공감성(Empathy)

∙결과품질
∙사회품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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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평가 모형에 기반한 지표체계를 살펴보면 개선(안)에 나타난
방향성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제4기 사회서비스 품질평가를 위
한 평가 모형 개선(안)에서는 크게 평가의 영역을 기관영역과 서비스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기관영역은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과 관련
한 최소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평가를 통해 규제하고 관리하기 위
한 지표들이다. 이를 위해 3기 평가모형의 A. 기관운영과 B. 제공인
력 관리 차원과 E. 현장평가단 차원을 4기 모형개선(안)에서는 기관운
영 차원으로 통합하였다.
제3기 사회서비스 품질평가 모형에서 제시된 C. 서비스제공 및 평
가와 D. 서비스 성과 차원은 4기 모형개선(안)에서 서비스영역으로 통
합하였다. 이후 서비스 영역을 과정품질, 결과품질, 상호작용품질, 환
경품질, 사회품질 차원으로 다시금 구분하였다.
제4기 사회서비스 품질평가를 위한 모형개선(안)을 세부적으로 살펴
보면 기관운영 차원에는 운영체계, 재무관리, 인력관리, 정보제공의 세
부항목을 설정하였다. 기관운영 차원에서는 서비스 제공기관이 확실한
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계획에 따라 운영되는지, 주어진 자원을 효과적
이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는지, 인적 자원의 선발과 관리(자격 및
이력 관리 등)는 잘 수행하고 있는지, 기관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함
으로써 이용자 결정에 활용되고 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서비스 영역의 과정품질 차원에는 신뢰성, 확신성, 안전성을 세부항
목으로 설정하였다. 이를 통해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이용
자들에게 서비스가 정해진 약속에 따라 확실하고 안전하게 전달되어
신뢰할만 하였는지를 평가하도록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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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사회서비스 품질평가 모형 개선(안)
영역

기관

차원

A. 기관운영

하위항목
A1. 운영체계

기관운영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행

A2. 재무관리

기관 예산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 사업
별 예산 관리 등

A3. 인력관리

인력 자격 및 이력관리, 교육, 지원, 복지 등

A4. 정보제공

기관의 정보에 대한 투명한 공개

B1. 신뢰성
B. 과정품질

C. 결과품질

서비스
D. 상호작용

E. 환경품질

F. 사회품질

정의

B2. 확신성

제공 기관 및 제공인력에 대한 믿음, 정
확인 서비스 제공
적절한 서비스 제공 할 것이라는 확신, 사
정과 상황을 고려한 업무처리에 대한 확신

B3. 안전성

이용자가 안심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

C1. 이용자만족도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의 전반적 만족도

C2. 욕구충족도

이용자 사전 욕구가 서비스를 통해 충족된 정도

C3. 목표달성도

서비스 이용 목적의 달성정도

C4. 유용성

실생활에 유용한 도움 정도

D1. 전문성

기관 및 제공인력의 전문적 지식과 태도

D2. 친절성

제공인력의 친절과 예의, 경청

D3. 적극지원

이용자 요구에 적극적이고 즉각적인 응대 정도

D4. 공감성

고객의 요구에 대한 관심과 배려

E1. 편리성

서비스 제공기관의 편리한 물리적 시설

E2. 쾌적성

제공기관 내외부 시설에 대한 심리적 정서적 만족도

E3. 접근용이성

제공기관에의 물리적 심리적 접근 용이성

F1. 보편성

원하는 사람 누구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

F2. 공익성

공익과 사회적 가치에 대한 실현 정도

결과품질 차원에는 이용자 만족도, 욕구 충족도, 목표달성도, 유용
성을 세부항목으로 설정하였다. 서비스 제공의 결과 이용자에게 남는
것을 의미하는 결과품질의 측정을 위하여 이용자가 서비스에 얼마나
만족하였으며, 원하는 욕구를 어느 정도 축종하였는지, 실생활에 유용
하게 활용되었는지 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상호작용품질 차원에는 전문성, 친절성, 적극지원성, 공감성을 세부항
목으로 설정하였다. 이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제공인력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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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으로 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와 공감하고 이용자의 요구에 적극적
으로 대응하려고 하는 정도,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지식과 자세(친절정
도 및 정서적 공감 등)를 갖추고 있는가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환경품질에는 편리성과 쾌적성, 접근용이성을 세부항목으로 설정하
였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물리적 시설물들이 잘 갖추어졌으며,
잘 관리되어 서비스를 제공받는데 무리가 없는지, 해당 시설에 대한
접근이 용이한지 등을 평가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사회품질에는 보편성과 공익성을 세부차원으로 설정하였다. 이를
통해 사회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누구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지, 해당 서비스가 추구하는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 정도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제3기 사회서비스 품질평가 모형과 제4기 품질평가를 위한 모형개
선(안)을 비교하면 <표 4-3>과 같다. 사회서비스 품질평가 모형개선
(안)에서 유의할 사항은 기관영역의 평가는 전문가를 통해 수행이 가
능하지만 서비스 영역의 서비스품질에 대한 평가는 실제 서비스를 이
용한 사용자가 직접 평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사회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통한 실질적인 품질평가가 이
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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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제3기 평가모형과 제4기 평가모형(안) 지표체계 비교
3기(2019년)
차원

4기

세부항목

영역

A. 기관운영

차원

세부항목

A. 기관운영
A1. 운영체계

A1.
A2.
A3.
A4.

운영체계
재무관리
인력관리
정보제공

기관
B. 제공인력관리
B1. 인력채용 및 유지
B2. 직원복지
E. 현장 평가단
E1. 평가전반
C. 서비스제공/평가

B. 과정품질
C1.
C2.
C3.
C4.
C5.

서비스운영체계
서비스계획/제공
서비스관리
서비스제공/모니터링
서비스특화지표

B1. 신뢰성
B2. 확신성
B3. 안전성

⇨

C. 결과품질

D. 서비스성과
D1. 이용자 유지율
D2. 이용자 만족도
D3. 제공인력 만족도

C1.
C2.
C3.
C4.

이용자만족도
욕구충족도
목표달성도
유용성

D1.
D2.
D3.
D4.

전문성
친절성
적극지원
공감성

D. 상호작용
서비스

E. 환경품질
E1. 편리성
E2. 쾌적성
E3. 접근용이성
F. 사회품질
F1. 보편성
F2. 공익성

제

5

장

결론
제1절 연구의 종합
제2절 정책적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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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결론

제1절 연구의 종합
본 연구는 우리나라 사회서비스에 대한 품질평가를 효과적으로 수
행하기 위해 현행 평가 모형의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연구이다. 이를
위해 서비스 품질관리와 관련된 기본 모형들을 비교 분석하였으며,
공공부문 서비스 품질평가 모형의 체계를 비교분석하였다. 이를 현행
사회서비스 품질평가 모형 체계와 비교 분석함으로써 현행 평가 모형
이 가지는 문제점과 한계점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한계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개선의 기준을 수립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개선방향과 제4
기 사회서비스 품질평가 모형 개선(안)을 도출하였다. 이상의 연구과
정을 다음의 다섯 단계를 거쳐 수행하였다.
첫째, 서비스 품질평가 체계를 비교분석하기 위해 서비스품질모형
에 대한 비교 분석을 실시하였다. Gronroos모형, SERVQUAL모형,
삼요소모형, 다단계 모형, SERVPERF모형 등을 비교 분석하였다. 이
를 통해 서비스 품질관리가 무엇이며, 어떠한 개념으로 이루어졌고
어떠한 방법을 활용하는지를 확인하였다. 특히 현행 사회서비스 품질
평가 모형의 개선을 위한 기본모형으로 어떤 이론적 체계를 활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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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인가를 비교분석을 통해 마련하였으며, 평가모형 운영을 위한 이론
적 논거를 마련하였다.
둘째, 공공서비스 품질평가 모형 체계에 대한 비교 분석을 실시하
였다. 사회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정부의 재원을 활용하여 사회적 약자
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돌봄활동이므로 공공성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공공서비스로 파악해 볼 수 있어며, 따라서 공공서비
스 평가 모형에 대한 비교 분석이 필요하다. 공공 서비스 품질평가
모형들은 대부분 앞서 분석한 서비스 품질평가 기본 모형들의 이론적
배경과 논리를 따르고 있다. 다만 평가대상과 국가적 특성, 시대적 흐
름 등을 반영하여 해당 모형을 수정 보완하는 형태로 평가모형을 개
발하여 활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공공서비스 품질평가 모형에 대한
비교 분석과 연구경향을 통해 사회서비스 품질평가 모형이 갖추어야
할 품질의 차원과 방법, 세부항목들을 확인하였다.
셋째, 비교분석된 서비스 품질평가 기본모형과 공공서비스 품질평
가 모형을 바탕으로 현행 사회서비스 품질평가 모형의 체계를 비교하
였다. 이를 통해 현행 사회서비스 품질평가 모형이 가지는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행 사회서비스 품질평가 모형은 서비스가 아닌 기
관운영 중심의 지표체계, 이용자가 아닌 전문가와 공급자에 의한 평가,
모형체계에 부합하지 않는 모형 구축 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
넷째, 품질평가 모형 비교분석, 현행 품질평가 모형의 문제점을 활
용하여 품질평가 모형의 개선을 위한 기준과 방향성을 마련하였다.
해당 기준과 방향성은 서비스 품질평가 모형이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논리와 방법론 등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제도
가 갖는 특수성을 고려하는 형태로 마련되었다. 이를 통해 서비스 중
심의 지표체계 마련,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품질평가, 과정품질과 결
과품질의 균형적 반영,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추구, 평가방법 및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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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에 따른 시스템 개발 및 운영방안, 평가결과의 활용 등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다섯째, 마련된 기준과 방향성을 바탕으로 제4기 사회서비스 품질
평가 모형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모형의 개선(안)에는 우리나라 사회
서비스의 현황을 반영하여 마련되었다. 이에 따라 사회서비스 품질에
대해 기관영역과 서비스영역으로 구분하여 각각 전문가와 이용자가
평가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기관영역은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이 최
소한의 품질기준에 부합하는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평가를 통해 규제
및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서비스영역에 대한 평가는 품질차원을
과정, 결과, 상호작용, 환경, 사회의 다섯 가지 차원으로 제시하고, 각
각에 대해 이용자가 평가함으로써 서비스에 대한 실질적인 평가가 이
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이상의 과정을 통해 본 연구에서는 제4기 사회서비스 품질평가뿐만
아니라 사회서비스 품질평가의 전반적인 방향성도 함께 제시하였으며,
실무적 차원에서 품질평가 운영을 위해 필요한 시스템 개발 및 운영
등에 대해서도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제2절 정책적 제언
본 연구는 사회서비스 품질평가를 위한 모형의 개선 방안을 제안하
기 위한 연구이다. 이를 위해 문헌연구를 활용하여 우리나라 서비스
품질평가를 위한 개념적 모형체계를 도출하였다. 현재 사회서비스 품
질평가는 3년 주기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2019년 돌봄서비스에 대한
제3기 사회서비스 품질평가가 이루어졌다. 향후 평가는 3년 주기에
해당하는 2022년에 진행될 예정인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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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에서 제4기 사회서비스 품질평가를 위한 모형 개선 연구를
진행하였다는 측면에서 의의를 가진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품질평가
모형은 향후 후속연구로 연계되어 진행되는 시발점이 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현행 사회서비스 품질평가 모형이 가지는 한계점을 지적
하고, 이론적 논의의 바탕에서 사회서비스 품질평가의 개념적 모형으
로 나아가는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는데 의의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 연구는 한계점 역시 뚜렷하게 가지고 있다. 연구의 내용
및 주요 방법이 문헌연구와 개념연구에 집중되어 나타나고 있으며,
실증적 차원의 검증이 필요한 연구이다. 특히 개선모델을 활용한 서
비스 품질평가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평가지표의 개발, 평가지표에 대
한 신뢰도 및 타당성 검증, 피평가 기관에 대한 평가모형 및 지표공
개 및 컨설팅의 일련의 실무적이고 실증적 차원의 연구들이 진행되어
야 한다. 아울러 해당 모형을 활용한 사회서비스 품질평가의 진행을
위하여 평가체계와 방법에 맞는 시스템의 개발 및 적용 등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 품질평가 제도 전반에 걸친 수정방향성
과 로드맵 구축을 위한 추가 연구도 요구된다.
정부에서 시행하는 정책에 대한 평가는 일련의 과정과 시간적 흐름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정책이 시행되고 해당 정책으로 인한 효과
가 발생하기까지는 시간적 흐름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이로 인해
정책평가에서는 해당 정책에 대한 평가 모형을 사전에 개발하고, 이
를 미리 평가 대상들에게 공개하고 있다. 이를 통해 평가대상자들은
해당 정책의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이며, 어디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
지를 사전에 파악하고, 해당 내용에 맞는 정책서비스를 제공하기 때
문이다.
현행 사회서비스 품질평가 역시 이와 같은 흐름 속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즉, 개선되는 품질평가와 관련하여 주요 변경내용은 무엇

제5장 결론 • 95

이며, 향후 어떠한 내용을 중심으로 평가가 이루어질 것인지를 미리
평가대상자들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서비스
가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제공하도록 유도하고, 이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이에 사회서비스 품질평가의 주요 수행주체인 보건복지부와 사회보
장정보원은 사회서비스 품질평가에 대한 시대적 흐름을 인식하고, 이
에 맞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개선방향과 방안을 바탕으로 향후 사회서비스 품질
평가에 필요한 평가지표 및 평가문항, 배점 등을 개발하여야 한다. 개
발된 평가지표 및 문항은 공개되기 전에 평가의 타당성과 신뢰성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이후 개발된 평가지표와 문항 등을 평가대상
자들에게 공개하여 평가대상자들이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즉, 사회서비스 제공기관들이 사회서비스 품질평가에서 추구하
는 방향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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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사회서비스 품질평가 모형 자문회의 결과1)
1. 서비스 품질평가의 개념
Q. 서비스 품질 및 품질평가란 무엇입니까?
A 1. 품질이란 용어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품질이란 말의
사전적 정의는 물품이 가지고 있는 성질을 의미한다. 그런
의미에서 서비스에 대해 품질이란 개념을 적용할 수 있는
지에 대한 논의부터 시작하여야 할 것이다. 사회서비스에
대해서는 품질이란 용어보다는 서비스의 질이라는 측면에
서 접근이 용이할 것이라 판단된다. 다만 전체적으로 해당
서비스가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성질과 정도를 의미한다면
품질이란 용어를 사용해도 무방할 것이다.
A 2. 서비스에 대한 품질이란 개념을 이해하는데 있어 가장 많
이 하는 실수 중 하나가 서비스 만족도와 혼동하여 사용하
는 것이다. 서비스 만족도와 서비스 품질은 상호 다른 개
념으로 보아야 한다. 만족도는 해당 서비스를 통해 고객이
느끼는 만족의 정도를 의미한다. 반면 서비스 품질은 고객
이 해당 서비스가 최소한으로 갖추어야 하는 정도라고 평
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해당 서비스는 최소한 이정도
의 기준은 충족해야 한다고 판단하는 정도를 서비스 품질
이라고 할 수 있다.

1) 해당 자문회의 결과는 사회서비스 품질평가 전문가와 정책평가 및 공공기관 평가 전문가
들의 의견을 연구진이 종합적으로 정리한 것이다. 자문회의는 두 집단에 대해 각각 개별
적으로 진행되었으며, 사전에 충분한 자료를 제공한 후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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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3. 서비스에 대한 품질을 평가한다는 것은 지극히 주관적인
행위이다. 이용자가 서비스를 통해 체감한 내용을 본인의
주관적인 기준에 의거하여 판단하는 것이 서비스 품질평
가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객관적인 평가 어려운 영역이라
고 할 수 있다.
2. 현행 사회서비스 품질평가 모형 문제점
Q. 현행 사회서비스 품질평가의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 1. 서비스 품질평가에 가장 많이 이용되는 모형이 SERVQUAL
이란 모형이다. 이 모형은 고객이 해당 서비스에 대해 기
대하는 수준과 실제 이용을 통해 체감하는 수준의 차이를
통해 측정하도록 되어 있다. 즉, 하나의 서비스에 대해 두
번의 측정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다. 또한 현재 활용되고 있는 평가 항목이 SERVQUAL모
형에도 적합하지 않다.
A 2. 전반적인 평가지표의 구성이 실제 서비스 품질을 측정하고
자 하는 것인지 의문이다. 서비스 품질의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 특히, 서
비스 품질이란 이용자의 지극히 개인적인 판단을 통해 평
가하는 것인데 현재와 같이 전문가들이 평가하는 것은 올
바르지 않다고 판단된다. 더욱이 평가지표들 역시 서비스에
대한 내용이기 보다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해당 서비
스 제공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갖추고 있는가를 평가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측면도 큰 문제라고 판단한다.

[부록] • 105

A 3. 현행 사회서비스 품질평가의 문제점은 평가지표에 있다고
판단한다. 현행 사회서비스 품질평가를 살펴보면 기관에
대한 내용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총 100점 만점 중에서
고객이 응답한 내용이 반영되는 비율은 30점이 되지 못한
다. 대부분은 각 기관이 자체적으로 제시하는 점수이거나
이에 대해 현장 전문가가 판단한 점수로 채워지고 있다.
이는 진정한 의미의 품질평가라고 할 수 없다. 그나마 30
점이 안되게 활용되고 있는 고객만족도 진정한 의미의 품
질평가가 아니라, 해당 서비스에 대한 고객만족 점수이다.
더 이상이 이와 같은 평가 모형으로의 평가는 무의미하다
고 판단된다. 전면적인 개편이 요구된다.
A 4. 현재 우리나라 사회서비스는 대부분 사회복지시설에서 이
루어지고 있다. 그러다 보니 피평가 기관에서는 사회복지
시설평가(이하 시설평가)와 사회서비스품질평가(이하 품질
평가)를 중복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구체적인 평가지표들
을 살펴보면 알겠지만 두 평가 간에 차이점이 존재하지 않
는다. 현장에서는 동일한 내용을 평가하는 두 개의 평가제
도로 인해 상당한 피로도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평가결과에 대한 수용도도 낮은 상황이다. 피평가기관과
현장전문가 모두 두 평가의 중복적으로 인한 피로도를 호
소하고 있다. 이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A 5. 세부적인 평가지표와 함께 평가배점에도 문제가 있다고 판
단된다. 평가지표가 너무 해당 기관이 갖추어야 할 최소기
준을 충족했는지 여부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지극히 평
가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 마련된 지표라고 판단된다. 평가
대상자들이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는 지표를 본인들이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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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해당 지표를 활용하여 평가하는 꼴이라고 판단된다.
즉, 자화자찬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고 판단된
다. 현재와 같이 기관들이 갖추어야 할 최소 기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면 평가 체계를 구분하여 진행하는 것은
어떤지도 판단해봐야 할 것이다. 아울러 세부평가 항목에
대한 배점도 해당 내용을 갖추고 있으면 1, 아니면 0 식의
평가가 아니라, 어느 정도 체계를 갖추고 있는지를 10점
혹은 5점 만점식으로 평가하는 것도 필요해 보인다.
A 6. 진정한 의미에서 사회서비스 품질평가를 시행하려면 평가
를 수행하는 주체를 전면적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
단된다. 현재와 같이 전문가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평가
가 아니라 실 사용자들이 100% 평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지금과 같은 평가지표와 평가 주체로는 해당
평가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다. 아무 의
미 없는 평가 결과를 누가 믿겠으며, 누가 해당 평가 결과
를 바탕으로 사회서비스를 선택하겠는가. 요즘 많이 활용
되는 APP이나 배달후기와 같이 사용자들이 본인들의 이
용결과를 바탕으로 진정성 있게 평가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지 않겠나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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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서비스 품질평가 개선 방향
Q. 효과적인 사회서비스 품질평가를 위하여 개선방향을 제시해
준다면 무엇이 있습니까?
A 1. 전반적으로 품질평가 체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현재와 같이 기관이 갖추어
야 할 최소기준에 대한 평가로 이어갈 것인지? 아니면
100% 이용자에 의한 주관적 평가로 이어갈 것인지? 아니
면 두 가지를 혼합하여 사용할 것인지를 판단하고, 이에
대한 방향성을 잡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고 본다. 그동안의
평가경험과 문제점 등을 통해 살펴보면, 아직 우리나라에
서는 기관이 갖추어야 할 최소기준에 대한 평가가 완전히
배제되긴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전문가에 의한 평가
와 이용자에 의한 평가가 동시에 이루어지되 이용자의 의
한 평가 비중이 더 높게 나타나야 할 것이다.
A 2. 전문가와 이용자에 의한 평가라는 측면에는 동의한다. 다
만 이 경우 현행 평가와 달라지는 점이 없을 수 있다. 따
라서 전문가에 대한 평가는 기관의 최소기준 충족만을 평
가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용자에 의해 평가되는
사회서비스 품질을 정확한 의미의 품질평가체계로 대체해
야 할 것이다. 특히 두 영역의 비중을 현행 대비 역전하는
형태로 진행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이 비율에
대한 부분은 추후 연구를 통해 구체적으로 계획 수립이 이
루어져야 할 것이다.

108 • 서비스 품질평가 모형 개선 연구

A 3. 현재 우리나라에서의 공공서비스들은 사회적 책임성에 대
해 강조하고 있다. 사회서비스 역시 공공서비스의 영역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사회
서비스의 사회적 책임성을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반영되
어야 할 것이다. 특히 사회서비스가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
층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국가의 예산이 투입된 만큼 해
당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A 4. 사회서비스 품질평가를 위해서는 서비스 품질모형에 기반
한 평가 지표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현행 사회
서비스 품질평가 모형은 품질모형 체계에 맞추어 개발되
었다기 보다는 현장에서의 평가 편의에 맞추어 개발된 것
이 아닌가 판단된다. 평가라고 하는 것은 해당 결과에 대
해 평가자와 피평가자, 평가결과를 활용하는 타 이용자
모두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행 평가모형으로
는 그 누구도 인정하지 않는 평가 결과가 도출될 것이라
판단된다. 따라서 객관적인 품질모형에 기반한 평가지표
및 모형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A 5. 평가모형의 측면에서만 보자면 전문가에 의한 평가는 배제
되어야 할 것이다. 이미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들에
대한 시설평가가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복적인 평가는
무의미해 보인다. 가능하다면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최
소기준 평가는 시설평가로 통합하고, 품질평가에서는 이용
자들에 의한 실질적인 품질평가로의 전면적인 개편이 바람
직해 보인다.
A 6. 품질평가에 대한 다양한 개선의견들이 있지만 평가 시점에
대한 내용과 평가 결과의 활용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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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된다. 이용자에 의한 평가는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고
어느 시점에 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에 대해 살펴봐야 할
것이다. 우리가 음식을 배달하거나 물건을 주문하고 배송
받게 되면, 해당 서비스에 대해 바로 평가하는 것과 같이
서비스 이용 종료 시점에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일정 시간(예를 들면 일주일 정도)이 흐른 뒤에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고민해봐야 할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
은 현행과 같이 서비스 이용에 대해서 몇 달의 시간이 지
난 시점에서 한번에 이루어지는 만족도 조사와 같은 평가
는 이루어져서는 안 될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품질평가
의 결과를 어떻게 공개하고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고
민이 필요하다. 현재는 평가결과의 활용이 거의 이루어지
지 않고 있다고 판단된다. 사회서비스 품질에 대한 평가결
과는 추후 다른 이용객들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인 만큼 반드시 공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된다. 특
히 사회서비스 품질평가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을 통해 이
용자 위주의 평가가 이루어진다면,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중점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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