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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점차 고령화되고 있으며, 인구의 고령화는 기능적·정신적 쇠퇴

에 따른 장애노인 출현율을 증가시키고 있다. 또한 의료기술의 발달은 고

령화된 장애인의 수를 지속적으로 증가시키고 있다. 따라서 향후 장애노

인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현재 장애노인은 ‘노인’이라는 특성과 ‘장애’라는 특성 모두를 가지고 

있어 노인복지와 장애인복지의 중복 상임에도 불구하고, 노인복지와 장

애인복지 역에서 실제적으로 배제되거나 소외되고 있고, 장애노인에 

한 개념 그리고 구분기준에 있어서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정책적으로도 장기요양제도는 복지서비스 상별로 ‘장애인활동지

원서비스’와 ‘노인장기요양서비스’로 구분되어 있어 장애노인을 위한 정

책적 현실은 매우 제한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장애노인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을 목적

으로 (1) 장애노인의 개념 및 구분기준을 제시하고, (2) 이러한 개념정의

에 따라 장애노인특성을 분석함으로써 (3) 지역사회 안에서 살아가는 장

애노인을 위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책방안을 모색하고자 하 다. 

본 연구는 황주희 부연구위원과 김성희 연구위원의 책임 하에, 루터

학교의 노승현 교수, 호남 학교의 강민희 교수, 광주 학교 정희경 교수 

그리고 이주연 연구원, 이민경 연구원의 참여로 이루어졌다. 본 보고서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유익한 조언을 해주신 본원의 선우 덕 연구위

원, 이철선 연구위원, 평택 학교 권선진 교수, 남서울 학교 양숙미 교

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바쁘신 중에도 FGI 참여를 통해 현행 장애노

인 상 서비스 제공현황 등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개진해 주신 현

장 전문가 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표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결과가 향후 장애노인 정책의 발전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어 장애노인 상 정책방안 마련에 기여 할 수 있기를 기

하며, 본 연구 결과는 본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니고 연구자의 개인적인 

의견임을 밝혀둔다.

2014년 11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최 병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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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Political Implications of Providing Integrated Public 
Services for Disabled Elderly 

The issue of disabled elderly has received considerable atten-

tion in our society as the aging population is rapidly increased. 

A greater number of older individuals are likely to experience 

disability as they age and advancements in public health, tech-

nology and rehabilitation enable people with disabilities to live 

longer than in any other era of history. The number of disabled 

elderly is expected to enlarge in the future. However, disabled 

elderly are not covered by the existing social welfare policy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and for aging while they are duplicated 

target population between those systems. This has created the 

current twofold system of serving the disabled and aged.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long-term care system for the elderly 

disabled is separately covered by the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and the personal assistance program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Consequently, it is necessary to seek new policy di-

rections to care for the disabled elderly. To meet the object of 

this study, this researcher intend to examine the political im-

plications from micro- and macro-perspectives by (1) defining 

the concept of disabled elderly including identifying the criteria 

for classifying disabled elderly and by (2) analyzing the charac-



2 장애노인 대상의 통합적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책 방안

teristics of the disabled elderly based on the definition of dis-

abled elderly. This exploratory study aims to propose policy di-

rections based on current public polices and lay the ground-

work for future exploration and implementation for the dis-

abled elderly in the Republic of Korea. 



요 약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한국은 점차 고령화되고 있으며, 인구 고령화는 고령으로 인해 야기

되는 기능적·정신적 쇠퇴에 따른 장애노인 출현율을 증가시키고 의

료기술의 발달은 고령화된 장애인 수를 지속적으로 증가시킬 것으

로 보임. 향후 장애노인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 

⧠ 현재 장애노인은 ‘노인’이라는 특성과 ‘장애’라는 특성 모두를 가지

고 있어 노인복지와 장애인복지의 중복 상임에도 불구하고, 노인

복지와 장애인복지 역에서 실제적으로 배제되거나 소외되고 있

고, 장애노인에 한 개념 및 구분기준에 한 사회적합의의 부재 

그리고 장기요양제도에서도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와 ‘노인장기요

양서비스’로 복지서비스 상별로 구분되어 있어 장애노인을 위한 

정책적 현실은 매우 제한적인 상황임.

⧠ 본 연구의 목적은 장애노인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을 목

적으로 (1) 장애노인의 개념 및 구분기준을 제시하고, (2) 이러한 개

념정의에 따라 장애노인특성을 분석하고, 해외사례를 고찰함으로써 

(3) 지역사회 안에서 살아가는 장애노인을 위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책방안을 마련하기 위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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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연구결과

  가. 장애노인의 개념 및 장애노인 기준 

⧠ ‘장애노인’은 장애를 가진 노인을 의미하며, 장애와 노화를 이중으

로 경험하는 인구를 의미함.

○ 국내문헌에서는 장애노인에 한 용어 정의에 있어 ‘고령 장애

인’, ‘노령 장애인’, ‘장애노인’, ‘장애어르신’ 혹은 ‘노인성 장애

인’ 등으로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장애노인의 상 구분에 

있어서도 다양한 연령기준을 사용하고 있음. 

⧠ 장애노인에 한 연령기준은 사회적인 합의의 문제이므로 다양한 

적용이 가능함. 

○ 「노인복지법」은 연령상으로 65세를 기준으로 노인을 정의하고 

있으며, 60세를 기준으로 정의한 연구도 일부 존재함. 

○ 발달장애인의 경우 일반인에 비해 15~20년 노화를 빠르게 경험

하는 조기노화(premature aging)을 경험한다는 보고가 있으며, 

고령화된 장애노인의 경우 조기노화와 함께 기본 장애에 더하여 

이차적 장애(secondary condition)를 경험한다는 보고도 있음.

－ 장애인고용정책 관련 연구에서는 55세 이상을 장애노인으로 

구분하기도 하며, 일부 연구에서는 50세 이상을 장애노인으로 

정의함(김용탁, 2007).

－ 이차적 장애는 기본적인 장애 경험 이후에 새롭게 발생한 기능 

및 건강의 쇠퇴가 이어지는 것을 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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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으로 합의될 수 있는 수준의 준‧고령 장애인

으로 50세 이상을 장애노인으로 포괄적으로 정의하고자 함. 

○ 일반적으로 장애노인이 직면하는 문제들은 장애인복지와 노인복

지 역으로 각각 구분하기 보다는 생애주기별로 이해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장애노인에게 있어 장애인복지 역과 노인복지 역은 

명확한 구분이 어려우며 생애주기에 따른 연속적 관점을 통한 

이해가 필요함.

  나. 국외 장애노인 대상 서비스 지원 현황 

⧠  미국의 ADRC 서비스는 표적인 연계모델로, 민‧관에서 제공되고 

있는 기존 서비스를 연계하여 상자가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받

을 수 있도록 함. 

○ 노인이나 장애인 개인 뿐 아니라 장애아동, 가족부양자 및 미래의 

장기요양 상자들이 장기요양서비스(LTSS) 및 노인·장애인 관련 

정보를 충분히 인지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지역사회에서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운 됨. 

○ ADRC의 운 을 통하여 지역사회 내에서 노인과 장애인에게 통

합적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정보 접근성

의 향상시키고자 함. 

○ 미국 연방 정부가 ADRC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금을 마련하고, 

기존의 장기요양기금, 메이케어 관련 기금, 주정부 기금 등을 활

용하여 지역사회 노인과 장애인에게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함.



6 장애노인 대상의 통합적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책 방안

⧠ 일본은 미국이나 서구와 달리 장애노인의 이슈를 노인정책으로 흡

수하지 않고 장애인복지 안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함. 

○ 일본의 장애노인 정책은 65세를 기준으로 장애인 지역사회지원

사업과 개호보험 서비스로 구분되고, 65세가 넘으면 ‘개호보험 

우선원칙’에 의해 개호보험으로 전환됨. 

○ 65세를 기준으로 ‘개호보험 우선원칙’에 의해 장애인이 개호보험

으로 전환된다고 하더라도, 장애노인 개인의 욕구 및 상황에 따라 

양 제도를 모두 이용하거나 65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장애인 지

역사회지원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등 제도의 선택이 가능함. 

○ 최근에는 「개호보험법」의 일부를 개정하여 시정촌이 주체적으로 

‘개호예방 일상생활지원종합사업’을 수행하여 지역사회 지원사

업에서 제공되고 있는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여 지원이 필요한 고

령의 허약자나 이차예방사업 상자에게 개호보험의 예방서비스

나 생활지원서비스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음. 

○ ‘지역생활지원거점사업’은 2017년부터 시행예정인데, 「개호보

험」을 근간으로 하는 노인복지사업과 장애인의 지역사회 지원사

업서비스의 정비를 통해 제도의 사각지 를 없애고 정책간 연계

를 통해 종합적인 서비스 지원을 하기 위한 노력임.

－ 지역생활거점사업은 사례관리자의 활용을 통해 서비스이용자

의 욕구, 기존 장애인복지서비스 지원현황 파악, 기관 간 상담

지원센터와의 연계를 통하여 서비스 제공 계획 등을 수행함(지

역 공동체의 자원들을 활용하여 기존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는 

형태로 미국의 ADRC서비스 접근과 유사한 것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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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장애노인 실태

⧠ 장애노인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2005년에서 2011년의 장애인

실태조사 데이터를 분석하 으며, 특히 2011년 장애인실태조사 데

이터를 연령별, 장애발생 시기별, 장애기간별 특성으로 살펴보았음. 

○ 연령적 기준

－ 건강관련 특성 : 연령이 높을수록 주관적 건강상태를 낮게 평

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돌봄 : 연령이 높아질수록 일상생활지원 도움 필요정도가 높아

졌으며, 연령이 80세 이상 고연령 장애노인의 경우 도움 제공

자가 있는 비율이 높고, 도움충분성이 높으며, 동시에 도우미 

필요 욕구도 높게 나타남. 

－ 외부활동 : 연령이 높아질수록 외출가능 인구가 감소하며 외출

빈도도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

－ 문화여가 참여도 및 여가 만족도, 생활만족도 : 연령이 증가할

수록 감소함

－ 경제적 특성 : 64세 미만에 비해 65~80세 미만 연령 의 국

민기초생활보장 수급 비율이 낮아졌다가, 80세 이후에는 다시 

높아지는 경향을 보임. 월평균 개인소득은 65세 이후 크게 감

소하다가 80세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 가구

소득의 경우 80세 이상에서 다소 높아지는 경향을 보임.

－ 복지욕구 : 연령이 높아질수록 의료보장과 이동권 보장이 욕구

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 소득보장 욕구는 소폭 감소하고 고

용보장의 욕구는 큰 폭으로 감소하며, 주거보장의 욕구는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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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유지되는 경향을 보임. 

○ 고령화된 장애(Aging with disability)와 노화과정 장애인

(Disability with aging)의 특성 

－ 집단 구분 

고령화된 장애인(Aging with disability) : 장애기간이 20

년 이상이면서 발달기에 장애가 발생한 집단 (청‧장년기 장

애발생인구로 확 하여 정의 가능) 

노화과정 장애인(Disability with aging) : 장애기간이 20

년 미만이면서 고령기(65세 이상)에 장애가 발생한 집단

－ 건강 : 노화과정 장애인은 장애인의 노화집단에 비해 주관적 

건강상태가 낮다고 평가하는 경우가 많아 정책적 응 고려가 

필요함.

－ 돌봄 : 노화과정 장애인의 타인에 의한 일상생활 도움정도가 

높게 나타나고 유료도우미 이용에 긍정적인 반면, 장애인의 노

화집단은 무료인 경우 이용하겠다는 응답율이 높게 나타남. 이

는 돌봄 욕구의 차이라기 보다 장애인의 노화 집단의 경제적 

어려움을 반 한다고 이해할 필요가 있음.

－ 외부활동 및 생활만족도 : 노화과정 장애인은 외출, 여가활동 

참여, 생활만족도에서 장애인의 노화 집단에 비해 상 적으로 

어려움을 더 많이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장애경험 기간

이 짧은 노화과정 장애인의 경우 장애로 인한 변화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가지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 차별 : 장애인의 노화 집단의 장애에 한 주관적 차별인식이 

보다 민감한 것으로 나타남. 장애인으로 장기간 살아온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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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노화 집단이 ‘장애인’으로 정체성이 높고 따라서 차별에 

해 보다 민감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 경제생활 : 장애인의 노화집단의 빈곤 가구 비중이 높게 나타

났으며, 노화과정 장애인은 비록 개인소득과 가구소득이 낮으

나 가구자산은 상 적으로 높은 특성으로 빈곤가구의 비율은 

낮게 나타남. 

－ 복지욕구 : 고령화된 장애인은 소득보장, 주거보장, 인권보장, 

장애인식개선 욕구가 상 적으로 높았으며, 노화과정 장애인

은 의료보장에 한 욕구가 높게 나타나 차이를 보임. 

－ 종합 

오랜기간 장애를 경험한 고령화된 장애노인(고령화된 장애

인)은 상 적으로 건강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외부활동에 

적극적이지만 사회적 차별과 경제적 빈곤위험이 높은 특성

이 있음. 

고령기에 장애를 경험한 장애노인(노화과정 장애인)은 상

적으로 건강, 돌봄욕구, 생활만족도에서 위험요인을 경험하

는 반면 차별경험과 경제적 측면에서는 양호한 경향을 보임. 

○ 장애노인 상 서비스 제공 실태 (장애노인 상 서비스 제공인력

(전문가) 상 FGI 결과)

－ 현장 실무자들이 ‘장애노인’의 이슈를 겪으면서 느끼는 어려

움은 주로 현행 복지서비스의 상별 구분 그리고 복지서비스 

상별로 분류되어 있는 복지시설의 운용의 이원화로 ‘장애노

인’의 통합적 복지욕구를 이원화된 체계 내에서 어떻게 실현시

켜 나갈 것인가 하는 데에 한 현실적 어려움(복지시설 간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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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성 그리고 편의시설의 문제, 그리고 재정지원방식의 이원화

로 인한 어려움 등)을 제시함. 

－ 복지시설 종사자들이 제기한 장애노인 상 통합적 복지서비

스 제공을 위해서는 새로운 형태의 재정지원 및 서비스 제공방

식 고민의 필요성을 제기함. 

－ 복지기관의 장애, 노인에 한 통합 서비스 제공 노력이 기관 

평가 항목 등에 반 될 반 됨으로써 장애와 노인에 한 통합

적 서비스 지원을 지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함.

3. 결론 및 정책적 제언

⧠ 장애노인 정책의 우선순위

○ 장애기간이 길고 장애가 발달기에 발생한 고령화된 장애노인(고

령화된 장애인)의 경우 경제활동참여 제한 등으로 인하여 국민기

초생활보장 수급 비중이 높은 점(19.6%) 등은 적극적 고용지원, 

소득지원 등 다각적 경제적 지원의 필요성을 시사함. 

○ 장애인의 노화 집단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지적 및 자폐성 장애

인의 경우 현재 장애인복지시설의 주 이용자이나, 향후 노화를 경

험하는 부분에 한 지원 내용은 부족한 점을 고려하여 향후 노화 

이슈에 응하는 프로그램 개발 및 관련 시설의 확 가 필요함.

⧠ 장애노인의 특성 및 욕구에 기반을 둔 정책 방향 

○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을 포함한 고령화된 장애인의 경우 (1)조기

노화의 특성, (2)이차적인 장애발생과 같은 특성을 고려하여 50

세 등 별도의 연령 기준에 따라 ‘장애노인 서비스 지원’이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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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수 있도록 서비스 상 구분의 논의가 필요함 

○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이 본인이 원하는 만큼 삶을 유지하기 위해

서는 장애노인을 위한 그룹홈 및 주단기보호센터와 같은 시설의 

확 가 필요함. 

○ 고령화된 장애노인의 경우 이차적 장애 및 조기노화의 이슈가 있

으므로 이를 예방할 수 있는 건강 관련 서비스(재활 등 의료지원 

서비스와 확 , 식생활개선이나 합병증 예방 등 건강서비스 등)의 

개발과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  

○ 또한 고령기에 장애를 경험한 장애노인(노화과정 장애인)은 상

적으로 건강, 돌봄욕구, 생활만족도가 고령화된 장애노인에 비해 

낮으므로 이들을 위해서는 장애에 한 적응과정을 지원하고, 생

활만족도 향상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고민해 볼 수 있음. 

⧠ 현행 제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 방안 

○ 향후 장애노인은 고령화된 장애인과 노화과정 장애인의 증 로 

증가할 것이며, 이들 경계는 보다 모호해질 것으로 예측됨. 

○ 이에 따라 장애인복지서비스와 노인복지서비스의 상자 선정 구

분에서 연계를 활성화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을 만

들어서 자원의 효율적 사용을 이루어져야 할 것임 

－ 관련하여 선진 외국의 경우 장애인복지와 노인복지의 연계 및 

통합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장애인이 65세를 넘으면 일괄적으로 노인복

지서비스 상자로 전환되며, 일례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에서 65세 이상부터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이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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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전환되는 이원화된 구조를 가지고 있음.  

－ 복지시설 재정 지원에서도 노인복지 역과 장애인복지 역

의 구분이 확연하여 장애 및 노인에 한 통합적인 서비스 지

원의 어려움을 가중시킴. 

○ 현재 복지 상별 시설을 통한 복지서비스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

하여 ‘복지센터’ 혹은 ‘장애노인복지관’ 등 통합적 복지서비스 제

공을 위한 복지시설들이 등장하고 있음. 

－ 향후 장애노인과 같은 복지사각지 에 있는 복합적 욕구를 가

진 상을 위한 서비스제공은 이들 시설들을 적극적으로 활용

하고, 정책 환경의 변화를 시도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장애노인을 위한 복지시설 간 연계를 촉진하기 위한 시범

적인 ‘연계기금’의 시범적 운용을 통해 장애인복지 역과 노

인복지 역에서 소외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함. 

⧠ 거시적 정책 환경의 개선

○ 장기요양제도의 개선

－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처럼 노인과 장애인에 한 장기요양제

도가 분리되어 있으나, 필요에 따라 연계가 가능하도록 설계되

어 있음. 현행 체계를 보존하면서 서비스 상자에게 통합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제도의 보완이 필요함 

－ 이를 위해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의 역할에 한 재검토 필요하며, 장애인 및 노인복지 분야의 

전문가간 교류를 통해 ‘장애’와 ‘노화’의 이슈에 한 공통된 

이해를 전제로 이용자 입장에서의 통합적 제도 재설계를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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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할 것임 

○ 행정조직의 개편 

－ 미국의 경우 보건복지부 내에 지역사회국을 신설하여 장애인

과 노인, 발달장애인 지원 부서를 통합함으로써 부처별 칸막이

를 없애고, 부처별 예산과 행정인력의 통합하여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정책 환경을 변화시킴. 

－ 장애노인 관련 정책 수립 시, 장애인복지 및 노인복지 역의 

칸막이와 예산 이원화, 인력의 구분 등 서비스 제공에서 효율

성을 저해시키는 요인에 한 과감한 변화의 노력이 필요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한국은 점차 고령화되고 있으며, 인구집단의 고령화현상은 고령

(aging)으로 인한 장애인구의 증가(WHO, 2011; Freedom et al., 

2006, 재인용)를 야기하고 있으며, 기존 장애인구의 고령화에도 향을 

미치고 있어 향후 장애노인 인구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

된다(Trieschmann, 1987; Olshansky, Carnes, & Cassel, 1993; 

Pentland, MoColl & Resenthal, 1995). 우리나라 전체 재가 장애인구 

중 65세 이상 장애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38.8%이며 2000년 30.3%에 비

해 8.5%p 증가하 다(신 석 외, 2014). 또한 50세 이상 장애인의 비율

도 32.1%에 달해, 50세 이상 중·고령 장애노인의 비율은 전체 장애인의 

70.9%에 달하는 실정이다(김성희 외, 2011). 이러한 장애인구의 고령화

증가율은 일반 인구의 고령화 증가율과 비교해 보면 2∼3배 수준 높은 수

준으로 장애노인의 증가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신 석 

외, 2014, 재인용). 

일반적으로 장애노인은 장애발생 시기에 따라 (1) ‘고령화 장

애’(Aging with disability)1)와 (2) ‘노화과정 장애2)(Disability with 

aging)’로 구분 하는데, 두 집단 모두 ‘노화’ 이슈와 ‘장애 이슈’를 복합적

1) 의료기술의 발전과 보건환경, 보조기기, 재활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선천적 장애인들의 생
존율과 수명연장으로 인한 장애노인을 뜻함.

2) 우리사회의 노령화 및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인한 고령 및 이로 인해 야기되는 신체적, 심
리적 쇠퇴로 장애를 경험하는 장애노인을 뜻함(Verbrugge & Li-shou, 2002) .

서 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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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경험하여 사회적 배제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은 집단임과 동시에(김

동배 외, 2009, 재인용), 그 특성과 욕구가 다양한 집단으로 알려져 있다. 

선행 연구 결과들에 따르면, 이들 두 그룹은 ‘장애’와 ‘노화’를 공통적으

로 경험하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건강, 가족지원, 고용, 지역사회 참여 등

의 이슈에 직면하는 그룹이기도 하지만, 서로 다른 정체성과 특성 그리고 

욕구를 가지는 상이한 집단이기도 하다(노승현, 2007a; 2008; 김성희 

외, 2011; Verbrugge & Yang, 2002).

다수의 연구에 의하면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고령화된 장

애인은 장애 발생 이후 15년∼20년 이상이 되면 급격한 신체적, 심리적, 

사회·환경적 변화를 경험(조기노화)하게 되며,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장애

와 더불어 ‘이차적인 장애(secondary condition)’를 함께 경험하는 것

으로 보고되고 있다(Trieschman, 1987; Wilber et al., 2002; Cooper 

& Stein, 2005). 반면에 고령으로 인해 고령화 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장애는 신체기능의 퇴화로 인해 야기되는 수단적 일상생활수행능력

(Instrumental Activities of Daily Living: IADL)이나 일상생활수행능

력(Activities of Daily Living: ADL)의 어려움 혹은 감각 및 인지적인 

부분의 어려움을 포함하게 된다(Atchley, 2000). 또한 노인들은 연령의 

증가에 따라 관절질환, 뇌졸중, 당뇨 등 노인성 질환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러한 질환은 지체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장애 출현율을 증가시키고 있

다(백은령·노승현, 2012, 재인용). 

더불어 일반인에 비해 수명이 짧은 것으로 알려진 발달장애인의 평균

수명도 의학기술의 발달과 함께 60세 이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나고 있어(Holen, 2008), 고령화된 장애노인의 이슈에 있어 발달장애

인의 특성은 또 다른 측면의 접근이 요구된다. 이렇듯 장애노인의 특성은 

장애발병 시기나 장애원인, 혹은 장애유형에 있어 다양하며, 이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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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욕구를 가지게 된다. 

최근 인구고령화와 함께 장애노인에 한 학문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장애노인 관련 연구는 장애인복지분야와 노인복지분야 그리고 일부 의료

분야에서 개별적으로 다루어져 장애노인 관련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장애노인 관련 연구들은 연구자의 분야와 관심 

상에 따라 장애노인의 개념을 임의적으로 구분하여 접근하고 있으며, 장

애노인이 가지는 특성들을 총체적으로 고려하지 못한 채 한정적인 범위 

내에서 정책적, 임상적 함의를 담고 있는 한계가 있다(이 미, 2013, 재

인용). 현재 장애노인은 ‘노인’이라는 특성과 ‘장애’라는 특성 모두를 가

지고 있어 노인복지와 장애인복지의 중복 상임에도 불구하고, 노인복지

와 장애인복지 역에서 실제적으로 배제되거나 소외되고 있고, 장기요

양제도에서도 복지서비스 상별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와 ‘노인장기

요양서비스’로 구분되어 있어 장애노인을 위한 정책적 현실은 매우 제한

적인 상황이다.

따라서 장애노인 상 정책방안 모색을 위해서는 우선 장애노인에 

한 명확한 개념 정리 및 현행 정책과의 관련성과 선행연구 결과를 고려한 

구분기준을 마련이 절 적으로 필요하다. 이러한 구분은 장애노인 정책

을 위한 총체적이고 통합적인 관점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장애노인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을 목적

으로 (1) 장애노인의 개념 및 구분기준을 제시하고, (2) 이러한 개념정의

에 따라 장애노인특성을 분석하고, 해외사례를 고찰함으로써 (3) 지역사

회 안에서 살아가는 장애노인을 위한 미시적/거시적 정책 방향을 모색하

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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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 연구 내용

장애노인 관련 연구는 장애인복지분야와 노인복지분야 그리고 일부 의

료분야에서 개별적으로 다루어져 왔으며 장애노인의 이슈를 통합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매우 미비하 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장애노인 정책의 발

전을 위하여 장애노인, 장애어르신, 노령장애인, 노인장애인 등의 혼재된 

용어의 통일과 더불어 장애노인에 한 명확한 개념 및 구분기준에 한 

정리를 시도하 다. 또한 장애노인에 한 개념 정의를 바탕으로 현행 장

애노인의 실태 분석을 실시하고, 관련 전문가와의 FGI를 통해 현행 정책

의 실태 및 한계를 분석하 다. 또한 미국과 일본을 포함한 해외 장애노

인 상 장애노인 관련 정책분석은 장애노인 상 서비스의 방향성을 도

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본 연구는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국·내외 동향 분석을 통하여 장애노인에 한 개념정의 및 구분기준의 틀

을 정리하 다. 제3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상황에 맞는 장애노인 상 복

지서비스 제공방안 마련을 위하여 해외 장애노인 상 서비스 지원현황

을 분석하 다. 제4장에서는 2장에서 논의한 장애노인의 개념을 적용하

여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장애인실태조사 자료를 시계열적으로 분석

하고, 2011년 자료를 분석하여 장애노인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 다. 

더불어 장애인복지 및 노인복지 분야 전문가와 통합적 복지서비스를 제

공하고 있는 현장 전문가를 상으로 FGI를 실시하여 장애노인 상 복

지서비스 제공 현황, 서비스 제공시 어려운 점 그리고 정책적 지원방안 

등에 한 내용을 분석하 다. 제 5장은 결론 및 정책제언 부분으로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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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상 통합적 서비스 제공방안을 위한 미시/거시적 정책방향에 한 

제언이 포함되었다.

  2. 연구 방법 

본 연구의 연구 방법은 크게 4가지로 수행되었다. 첫째, 문헌연구로서 

장애노인의 개념 및 구분기준에 한 정의를 포함하 고, 국·내외 장애노

인 관련 연구동향 및 흐름을 파악하 다. 또한 국외의 장애노인 상 정

책현황을 파악하여 장애노인 상 통합적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책

적 방안 마련에 활용하 다. 

둘째, 2차 자료 분석으로서 장애노인의 개념적 구분에 따라 2005년, 

2008년, 2011년 「장애인 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장애노인의 현황 

및 특성을 분석하 고, 셋째, 장애인복지, 노인복지, 그리고 통합적 복지

서비스 제공 실무자를 상으로 FGI(Focus Group Interview)를 실시

하여 서비스 제공자 입장에서 현행 제도 내에서의 어려움 및 지원방안 등

에 해 분석하 다. 

마지막으로 연구의 방향 및 연구 내용의 적절성을 위해 연구수행과정 

중 3차에 걸친 워크숍을 실시하 다. 연구의 초기에는 연구의 방향과 내

용 그리고 연구 방법 등의 적절성에 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 고, 연

구의 중반에는 연구의 진행내용을 확인하고, 결론 도출을 위한 향후 연구 

진행에 한 의견을 수렴하 다. 연구의 마무리 단계에서는 작성된 보고

서에 한 검토와 정책 안에 한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보고서에 반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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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장애노인의 개념 및 기준

  1. 장애노인 용어 및 장애노인의 연령 기준

가. 장애노인 용어의 정의 

국내 문헌을 분석해 보면 장애노인에 한 용어 사용에 있어 ‘고령 장

애인’, ‘노령 장애인’, ‘장애 노인’, ‘장애 어르신’ 혹은 ‘노인성 장애인’ 등

으로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김치 , 1998; 김정훈, 

2001; 김정운, 2003; 공혜경, 2010; 노승현, 2007, 2008, 2012a; 백은

령, 2007; 이복생, 2002; 이종운・허만세, 2012b; 이준우, 2005; 박돈규, 

2007; 이미애, 1998; 이희연 외, 2013; 차흥봉, 1998). 그러나 이러한 연

구결과들을 면밀히 살펴보면, 가장 폭넓게 사용되는 용어는 ‘장애노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노인은 노화를 경험하는 사람을 의미하며, 

노화는 생물학적 노화, 심리적 노화, 사회적 노화를 포함하는 넓은 의미로 

이해될 수 있으며(Birren & Schaie, 1985), ‘장애노인’은 장애를 가진 노

인을 의미하고 장애와 노화를 이중으로 경험하는 인구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장애노인과 함께 적용되는 용어는 고령노인이다. ‘고령’이라는 

용어는 ‘노인’이라는 용어와 혼용되어 사용되는 경향이 있으며,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에서는 65세 이상 인구를 고령자로 정의하는 점을 감

안하면 노인과 고령자는 명확하게 구분되는 개념이 아니다. 따라서 장애

문헌고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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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과 고령장애인이라는 용어는 같은 개념으로 사용이 가능하며, ‘장애

노인’과 ‘고령장애인’은 같은 의미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나. 장애노인의 연령 기준

현재 우리나라의 장애노인 관련 다양한 선행연구에서는 연구 주제 및 

연구의 목적에 따라 장애노인의 상 구분에 있어서도 다양한 연령적 기

준들을 사용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생물학적 노화는 22세 정도에 시작되

어 점진적으로 진행되는 감퇴현상으로 본다(Krause & Adkins, 2004). 

그러나 생물학적 기준을 적용하여 노인을 정의한다면 22세 이상을 노인

으로 정의하여야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이러한 노인의 정의를 사회에서 

합의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는다.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적으로 60세 혹은 65세를 기준으로 ‘노인’을 정의

하는 경우가 많다. 「노인복지법」은 노인의 정의를 연령상 65세를 기준으

로 정의하고 있으며, 60세를 기준으로 정의하는 연구도 일부 존재한다(강

창욱, 이준우, 2006; 이경아, 2001; 이 미, 2013; 백은령, 노승현, 

2010; 손용진, 2004; 이중섭, 2010). 반면, 장애인고용정책 관련 연구에

서는 55세 이상을 장애노인으로 정의하여 연구한 사례도 많다(권재숙, 김

성진, 2012; 이준상, 2012; 박현숙, 양희택, 2013; 전미리, 안선 , 

2011; 이효성, 2013). 그러나 최근 연구에서는 40세 이상이나 50세 이상

을 장애노인으로 정의한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노승현, 2012b; 

정무성, 노승현, 2007; 김성원, 문진 , 2011; 박주 , 오혜경 2013; 박

혜전, 2011; 황주희, 2012).

더불어 기존 연구에서는 오랜 기간 장애인으로 살아온 고령화된 장애

인의 경우(신체장애인 외에도 발달장애인 포함), 일반인에 비해 15~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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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게 조기노화(Premature Aging)를 경험하고(Trieschman, 1987; 

Zarb & Oliver, 1993; Campbell, Duffy & Trousdale, 1998), 기본 

장애에 더해지는 이차적 장애(Secondary Condition)를 경험한다는 연

구들이 진행된 바 있다(Capoor & Stein, 2005; Kemp & Campbell, 

1993; Kemp & Thompson, 1997; Trieschman, 1987; Zarb & 

Oliver, 1993; Verbrugge & Yang, 2002; Wilber, et al., 2002; 황주

희, 2011, 재인용). 특히, 이차적 장애의 경험은 기본적인 장애 경험이후

에 기본적인 장애로 인하여 새롭게 발생한 기능 및 건강의 쇠퇴가 이어지

는 것을 뜻하며, 이러한 조기노화와 이차적 장애 이슈는 오랜 기간 장애를 

경험했던 고령화된 장애인의 주요 특성이 된다. 

장애노인에 한 연령 기준은 사회적 합의의 문제이기 때문에 다양한 

적용이 가능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국내 장애노인 관련 연구에서 65세 

이상의 장애인을 장애노인으로 정의한 것은 고령화된 장애인의 조기노화 

및 장애특성을 고려한 기준이라기보다는 65세를 기준으로 ‘노인’을 정의

하는 행정적 편의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고령

화된 장애인의 특성을 충분히 반 하고, 사회적으로 합의될 수 있는 포괄

적 수준에서 준·고령 장애인(50세 이상)을 ‘장애노인’으로 정의하고자 한

다.

  2. 장애노인의 개념: 고령화된 장애(aging with disability)와 노화

과정 장애(disability with aging) 

가. 장애노인의 개념

장애노인의 개념은 크게 (1) 고령화된 장애와 (2) 노화과정 장애로 크

게 구분 할 수 있고, 이들 집단은 장애특성 및 욕구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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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적 구분이 필요하다. 우선, ‘고령화된 장애’를 경험하는 인구는 장애

와 노화를 동시에 경험하는 인구로, 해외의 경우 1980년  이후 고령화

된 장애경험을 밝히기 위한 연구가 다수 진행 된 바 있다. 이 같은 선행연

구는 노화가 시작되는 22세 혹은 노화의 경험이 가시화되는 40세 이후의 

장애인을 상으로 생애주기에 따라 어떠한 변화를 경험하는지 고찰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최근 장애노인 관련 연구에서는 (1) 고령화된 장애와 (2) 노화과정 장

애의 비교를 시도한 연구들이 증가하고 있다(노승현, 2007a; 2008; 김성

희 외, 2011; Verbrugge & Yang, 2002). 이러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고령화된 장애’는 장애가 상 적으로 이른 시기에 발생하여 오랜 기간 

장애인으로 살아온 인구의 경험을 의미하는 반면, ‘노화과정 장애3)’는 상

적으로 늦은 시기에 장애가 발생하여 장애기간이 짧은 인구의 경험을 

의미한다.

나. 고령화된 장애와 노화과정 장애 비교 기준에 대한 연구

국내에서 진행된 고령화된 장애와 노화과정 장애 관련 연구는 (1) 장애

노인 관련 전반적 연구의 필요성과 적용방안에 관한 연구와 (2) 장애노인

의 구분을 위하여 장애기간과 장애발생시기, 장애기간, 장애발생시기를 

고려한 연구들이 진행된 바 있다(표 2-1 참조). 

3) 노화과정 장애(disability with aging)는 부분의 선행연구에서 장애기간이 상 적으로 
짧고(20년 미만), 장애발생시기가 발달기 이후인 경우로 정의되었다. 즉 장애기간이 짧은 
후천적 장애인구를 의미하며, 고령화된 장애와의 비교를 위하여 적용된 개념이다. 이 개
념은 노인성 장애, 노화 기인성 장애, 노화과정 장애로 번역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러한 
용어는 노인성 질환으로 인한 장애로 오인될 위험이 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노화과
정 장애’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정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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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연도)
대상

장애

유형
자료 기준 장애기간 장애발생시기 유형

노승현
(2007)

40~
70  

지체
장애인

할당
표집

장애기간
(20년)
장애발생
시기
(발달기, 
청장년기, 
노년기) 
비교분석

장애기간 20년 이상의 
경우 가족지지 높음
‘장애기간→사회적지지→ 
장애수용’의 매개효과 
유의함.

발달기 장애발생인 
경우, 자아존중감, 
가족지지, 
제3자지지, 
지역사회통합, 
주관적 삶의 질 
높음

학위
논문

김성희 
외

(2012)

65세 
이상 

장애인

전 
장애

2011년 
장애인
실태
조사

장애기간
(20년)
장애발생
시기
(발달기, 
청장년기, 
노년기) 
비교분석

건강상태
장애기간 긴 
경우 양호

발달기>청장년기>
노년기

연구
보고서

ADL
장애기간 긴 
경우 높음

발달기>청장년기>
노년기

IADL
장애기간 긴 
경우 높음.

발달기>청장년기>
노년기

외출가능
장애기간 긴 
경우 높음. 

발달기>청장년기>
노년기

여가만족
장애기간 긴 
경우 높음

발달기>청장년기>
노년기

〈표 2-1〉 고령화된 장애와 노화과정 장애 연구의 필요성

저자
(연도)

대상
장애
유형

자료 기준 주요연구결과 유형

노승현
(2008)

노령장애
지체

장애인
문헌
연구

문헌
연구

고령화된 장애와 노화과정 장애의 
연구 필요성을 제시함. 

학회
발표

김성희 
외

(2011)
장애노인

전 
장애

문헌
연구, 
FGI

문헌
연구,
FGI

고령화된 장애인의 경우 문화적 차
이, 차별, 욕구 차이 등으로 인하여 
노인복지서비스에 접근하기 어려운 
경향 있음. 
고령화된 장애인의 특성에 기초한 서
비스 공급, 장애서비스와 노인서비스
의 연계방향 모색 필요성을 제시함. 

연구
보고서

다음으로 고령화된 장애와 노화과정 장애의 비교기준으로, 장애기간

(20년 이상, 미만), 장애발생시기(발달기, 청년기, 노년기)에 따른 구분은 

최근 연구에서 두드러진 특징이라 할 수 있다(표 2-2). 

〈표 2-2〉 고령화된 장애와 노화과정 장애 비교연구(장애기간, 장애발생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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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연도)
대상

장애

유형
자료 기준 장애기간 장애발생시기 유형

주관적 
차별

장애기간 긴 
경우 높음

발달기>청장년기>
노년기

개인소득
장애기긴 긴 
경우 높음

청장년기>발달기>
노년기

가구빈곤
장애기간 긴 
경우 높음

유의한 차이 없음

욕구

장애기간 긴 
경우(소득)
장애기간 
짧은 경우 
(의료)

발달기(소득), 
청장년기(소득)
노년기(의료) 

생활만족
장애기간 긴 
경우 높음

 
발달기>청장년기>
노년기

노승현
(2013)

50세 
이상 
장애
노인

전 
장애

장애인
고용패
널조사
(4차)

장애기간
(20년)
장애발생
시기
(발달기, 
청장년기, 
노년기) 
비교분석

경제활동
장애기간 긴 
경우 높음.

청장년기>고령기>
발달기

학회
발표

학력
장애기간 짧은 
경우 높음

청장년기>고령기>
발달기

자격증
장애기간 짧은 
경우 높음

청장년기>고령기>
발달기

직종

장애기간 긴 
경우
(관리전문,기
능,단순노무), 
장애기간 
짧은 경우 
(사무,농림어
업)

발달기(단순노무직), 
청장년기(기능, 
사무, 관리전문), 
고령기(농림어업, 
서비스)

차별경험
장애기간 긴 
경우 높음

발달기 높음.

월 임금
장애기간 짧은 
경우 높음

청장년기 높음

가구소득
장애기간 짧은 
경우 높음

 발달기 낮음

빈곤률
장애기간 긴 
경우 높음

발달기>고령기>
청장년기

가구자산
장애기간 짧은 
경우 높음

고령기 높음

자가소유
장애기간 짧은 
경우 높음

고령기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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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장애발생시기를 고려한 장애노인에 한 구분 기준을 활용한 연

구들도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다(표 2-3).

〈표 2-3〉 고령화된 장애와 노화과정 장애 비교연구(장애발생시기 고려) 

저자

(연도)
대상

장애

유형
자료 기준 장애발생시기 유형

박수경, 

이익섭

(2005)

55세 이상 

시각장애노

인 447명

실명시기

(30세 기준)에

따른 비교

시각

장애인

시각장애인 

실태조사
다중회귀

종속변수: 지역사회통합

향요인(30세 미만 실명): 교

육정도(+), 일상생활제약정도(-)

향요인(30세 이후 실명): 남

자(-), 교육정도(+), 일상생활제

약정도(-). 정보적지원(+), 교육

훈련참여여부(+)

학술지 

논문

양희택, 

신원우

(2011)

50세 이상 

장애인

전 

장애

국민노후보

장패널(3차)

장애발생시기

(65세 미만, 

이상)

ADL, IAD 노년기 낮음

학술지

논문

신체적건강 노년기 높음

만성질환 노년기 높음

우울 노년기 낮음

삶의 만족 노년기 높음

이영미

(2011)

60세 이상 

장애노인

전 

장애

장애인고용

패널조사

(3차)

장애발생시기

(60세 미만, 

이상)

건강상태 노년기 열악함

학회

발표

일상생활도움 

필요정도
노년기 높음

장애수용  노년기 낮음

차별경험 노년기 낮음

연간개인 소득  노년기 낮음

생활만족도 차이 없음

김용탁, 

박단비

(2014) 

50세 이상 

장애노인

전 

장애

장애발생시기

(50세 이상, 

미만) 비교

만성질환 고령기 높음

학회

발표

건강상태 고령기 열악 

도움필요 고령기 높음

취업여부 고령기 낮음

노후준비 고령기 낮음

자가소유 고령기 높음

빈곤 고령기 높음

이처럼 장애기간, 장애발생시기를 모두 고려하여 비교연구를 진행한 

연구(Sheets, 1999; 노승현, 2007a; 2008; 김성희 외, 2012; 노승현, 

2013)의 경우, 논리가 복잡해질 우려가 있으나 고령화된 장애와 노화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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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장애의 간명한 비교를 위한 1차 기준은 장애기간을 생각해 볼 수 있고, 

장애발생시기도 함께 고려하는 것도 장애효과와 노화효과의 차별성을 이

해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로 사용될 수 있다. 

 Verbrugge & Yang(2002)은 장애노인을 장애기간 20년 이상인 경

우 고령화된 장애를 경험하는 인구로 정의하고, 2차 기준으로 장애발생

시기(발달기, 청·장년기, 고령기) 기준에 따른 추가적 차이점을 살펴보았

다. 

〈표 2-4〉 고령화된 장애와 노화과정 장애 비교기준

기준
고령화된 장애

aging with disability
노화과정 장애

disability with aging 

1차 기준 : 장애기간 20년 이상 20년 미만

참고기준 : 장애발생시기 발달기 노화기(청·장년기, 고령기)  

주: 청·장년기의 경우 이론적으로는 노화과정 장애로 이해할 수 있으나, 정책적 함의를 고려할 때 고
령화된 장애로 포함할 수 있다. 따라서 분류기준 보다는 참고기준으로 고려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처럼 국내·외 다양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고령화된 장애와 노화과정 

장애 비교 기준은 (1) 장애기간 그리고 (2) 장애발생시기가 가장 일반적으

로 사용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의 복지 정책은 65세

를 기준으로 장애인복지정책과 노인복지 정책이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현행 제도의 연령적 구분을 고려하여 50세 이상 64세 미만과 65세 이상

과 같은 (3) 연령적 구분도 고령화된 장애와 노화과정 장애의 비교 기준으

로 사용하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장애노인의 개념을 크게 (1) 고령화된 장애노인

과 (2) 노화과정의 장애노인으로 구분하고, 구분기준으로는 (a) 장애기간, 

(b) 장애발생 시기 그리고 (c) 연령을 기준으로 장애노인의 특성을 살펴보

고, 장애노인의 특성을 반 한 정책적 응방안을 모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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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고령화된 장애와 노화과정 장애 관련 연구 

고려변수
고령화된 장애

aging with disability
노화과정 장애

disability with aging 
주요연구

장애기간 20년(30년) 이상 20년(30년) 미만
Trieschman
(1987)

장애발생시기 발달기(20) 이전 노화기(21) 이후 
Verbrugge & 
Yang(2002)

연령, 장애기간, 
장애발생시기 
통합고려

20년 이상의 장애기간
발달기 이전 장애발생

20년 미만의 장애기간
노화기 이후 장애발생

Sheets(1999)
노승현(2007a; 
2008)
김성희 외(2012)
노승현(2013)

다. 고령화된 장애와 노화과정 장애: 고려사항

앞에서 살펴본 장애노인의 개념(고령화된 장애와 노화과정 장애)구분

은 양 인구집단의 차별적 특성과 욕구를 고찰하고, 정책적 응방안을 마

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된 것이다. 일반적으로 장애노인이 직면하는 

이슈는 장애인복지와 노인복지 각 역으로 구분하기 보다는 생애주기별

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즉, 장애인으로서의 삶과 노인으로서의 삶이 구

분되는 것이 아니라 생의 전반에 걸쳐 지속되는 연속적인 현상으로 이해

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장애노인에게 있어 장애인복지 역과 노인

복지 역은 명확한 구분이 어려우며 생애주기에 따른 연속적 관점이 필

요하다. 

따라서 장애노인에 한 개념적 정의는 언어 및 개념적 통일을 넘어서

서 고령화된 장애와 노화과정 장애가 가지는 독특한 특성과 이들 간 역동

성을 이해하여 통합적인 정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구분된 것임을 이

해하여야 한다. 장애노인의 문제는 장애인복지와 노인복지의 공통 역이

므로 양 역의 공동 응이 필요하다(Campbell,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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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국내 연구 동향

본 장은 국내 장애노인관련 최근 연구동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한국학

술정보(KISS),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누리미디어(DBpia), 국가

과학기술정보센터(NDSL)의 데이터베이스 검색을 통해 ‘장애노인’, ‘고령

장애’, ‘노령장애’, ‘노인장애’ 등의 검색어를 활용하여 1996년부터 2014

년 까지 발행된 204개의 연구물을 수집·분석한 결과이다. 

이중 기능장애, 인지기능장애, 뇌졸중, 치매 등 직접적으로 노화과정 

장애에 국한한 연구와 중복논문(학위논문과 학술지)을 제외하고, 결과적

으로 총 136편의 연구물을 수집하 고, 장애노인 정책에서 중요하게 고

려해야 할 ‘장애인 노후준비’, ‘평생계획’, ‘중년 지적장애, 성인 장애자녀

의 노인부모’ 등의 검색어를 추가적으로 고려하여 관련 연구 18편을 추가

하여 최종적으로 154편의 연구를 국내 관련연구의 범위에 포함하 다. 

선정된 국내 연구물은 주제별로 분류하여 (1) ‘생활실태 및 서비스’, 

(2) ‘의료서비스 이용 및 의료비’, (3) ‘스포츠 활동 참여’, (4) ‘심리적 특

성’, (5) ‘생활만족도’, (6) ‘사회통합 및 자립’, (7) ‘고용’, (8) ‘빈곤’, (9) 

‘차별’, (10) ‘노후준비’, (11) ‘가족관계’의 11개 주제로 분류하여 분석하

다. 

  1. 장애노인의 생활실태 및 서비스 연구 

먼저 실태연구의 경우 장애노인의 생활실태 및 서비스 관련 연구는 장

애노인의 현황 및 특성(조유향, 1994; 김형수, 1996; 양철호, 1998; 서

정만, 2001), 생애주기별 특성 중 장애노인을 포함한 연구(변용찬 외, 

2006; 김성희 외, 2012)가 진행되었다. 욕구 및 만족도 관련 연구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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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노인 현황 및 복지서비스 욕구(윤경아 외, 2000; 최은희, 2003; 이상

원, 2005), 장애노인의 서비스 만족도(김원진, 2005; 이 호, 2006; 권

오균, 2008a) 연구가 진행되었다. 장애유형별 특성을 다룬 연구와 장애

유형이나 여성장애인의 특성을 살핀 연구는 장애노인의 특성(김성희, 고

선정, 2004), 청각장애노인의 생활실태 및 사회복지서비스 욕구(송재순, 

2005; 양점도 외, 2009), 시각장애노인 복지욕구(양출석, 1996), 노인 

정신장애인 정신보건서비스 만족도 및 욕구(김선주, 2009), 강화군 지체

장애인 실태(나은우 외, 1997), 고령여성 장애인 삶에 한 질적 연구(김

미옥, 2013), 여성장애노인의 특성 및 복지서비스 욕구(백은령, 2007), 

여성장애노인의 복지의식(문경록, 2009), 노인 정신장애인의 삶(윤명숙,

정향숙, 2012) 등이 진행되었다. 전반적으로 복지전략을 다룬 연구는 장

애노인 복지전략(김치 , 1998; 이복생, 2002; 이준우, 2005; 박돈규, 

2007; 김정훈, 2001)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복지서비스와 관련하여 재가

장애노인의 사회적 지지 프로그램(이상원, 2004), 기관 간 협력사례(함철

호, 2001), 장애인복지관 이용 저해요인(김인수, 2012) 등이 진행되었다. 

또한 장애노인 장기요양 정책(이미애, 1998; 차흥봉, 1998)을 다룬 연구

가 진행되었다. 

위의 연구 중 주요 연구를 보면, 먼저 김성희 외(2011)는 정책 및 지역

사회 서비스 역에서 장애 역 및 노인 역 간 서비스 연계의 방향을 제

시하 다. 정책 역에서는 활동보조서비스와 장기요양서비스 간의 정책

연계, 서비스 역에서는 장애인복지관과 노인복지관 간의 서비스 연계

의 필요성을 제시하 다. 서비스 연계방향 모색을 위하여 공통성과 차별

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 다. 또한 김성희 외(2012)의 연구에

서는 고령화된 장애와 노화과정 장애인의 비교고찰연구를 진행하 다. 

즉 장애기간이 긴 집단(20년 이상)을 고령화된 장애 인구로 정의하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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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특성을 분석하 는데, 고령화된 장애의 경우 상 적으로 건강상태, 

ADL, IADL 기능이 양호하고, 외출가능정도와 여가만족도, 생활만족도

는 높았으나, 주관적 차별정도와 빈곤정도의 경우 위험요인으로 나타났

다.  

  2. 장애노인의 의료서비스 이용 및 의료비 관련연구 

장애노인의 경우 의료보장 욕구는 가장 중요한 욕구로 지적되었으며

(변용찬, 2006), 장애기간이 긴 고령화된 장애를 경험하는 인구의 경우 

소득보장 욕구 다음으로 중요한 욕구로 표현된다(김성희 외, 2012). 장애

노인 의료보장 관련 내용을 직접적으로 다룬 연구는 상 적으로 많지 않

은데, 장애노인의 의료서비스 이용에 관한 연구(전보  외, 2011), 장애

노인의 치과적 특성(이효성, 2011), 장애노인의 과부담의료비에 관한 종

단적 연구(노승현, 2012), 장애노인과 비장애노인의 의료이용 및 의료비 

연구(이희연 외, 2013)가 진행되었다. 

먼저 전보  외(2011)는 2008년 장애인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만 

65세 이상 장애노인의 외래 및 입원이용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

고자 하 다. 분석결과 외래와 입원의 이용에 공통적으로 만성질환과 주

관적 건강상태 등의 질병요인의 향이 유의하 고, 의료비 지출에는 의

료보장 유형이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었다. 외래에서는 신장장애를 가졌

을 때 이용량과 지출이 높았고, 입원에서는 일상생활의 수행에 도움이 필

요할 때 입원일수가 증가하 으며, 심장장애와 호흡기장애를 가진 경우 

입원료 지출이 유의하게 높았다. 

이효성(2011)은 장애노인의 치과적 특성에 관하여 구강청결상태 불량, 

다발적 우식증, 치주질환, 구강건조증, 구강 캔디다증, 섭식‧연하장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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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위험요인을 제시하 다. 이에 기초하여 장애노인 특성에 기초한 치과

치료의 필요성을 제시하 다. 

노승현(2012a)은 장애인고용패널 1, 2, 3차년 자료를 통합하여 60세 

이상 장애노인의 과부담의료비 추이 및 결정요인에 관한 종단적 연구를 

진행하 다. 과부담보건의료는 지불능력 비 가구 보건의료비 지출이 

역치기준(10%, 20%, 30%, 40%)을 초과한 상태로 정의하 다. 연구결과 

10%를 기준으로 장애노인 중 41.1%가 과부담의료비를 지출하 고, 

20%를 기준으로 19.2%, 30%를 기준으로 9.9%, 40% 이상을 기준으로 

4.5%가 과부담의료비 지출인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10%, 20%를 기

준으로 장애노인의 경우 과부담의료비 지출인구 비율은 유사한 선행연구 

결과와 비교할 때 비장애인의 두 배 정도 다. 장애노인가구의 과부담보

건의료비 향요인은 연령이 높을수록, 배우자가 있을 때, 내부장애인의 

경우, 건강상태가 나쁠 때, 만성질환이 있을 때,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장애가족비율이 높을수록, 노인가족비율이 높을수록, 빈곤유형 중 빈곤‧
비수급가구에 속할 때 과부담보건의료비 위험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희연 외(2013)은 한국의료패널조사(2009) 자료를 활용하여 65세 이

상 장애노인의 의료이용률 및 의료비 지출에 관하여 분석하 다. 연구결

과 장애노인의 만성질환 보유빈도가 높았으며, 의료서비스 이용률도 상

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장애노인의 의료비의 경우 경제활동을 하

지 않을수록, 의료급여보다는 건강보험 상자가, 흡연을 할수록, 만성질

환이 많을수록, 상용의료원이 있는 상자들의 의료비가 높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장애노인의 의료비 부담경감방안

의 필요성을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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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장애노인의 스포츠 참여

장애노인의 스포츠 활동 참여 연구의 경우, 생활체육 만족도 및 선호도 

연구(민지현, 2007), 신체활동 프로그램 구성요인 연구(김춘종 외, 

2012), 스포츠활동 참여 효과에 관한 연구(민범일, 김동춘, 2009; 김성

진, 2010; 이선애, 2010; 김문소, 2011; 최윤진, 김우석, 2013)가 진행

되었다. 먼저 민지현(2007)은 서울지역 장애노인 134명과 비장애노인 

155명을 상으로 생활체육 프로그램 만족도 및 선호도를 분석하 다. 

연구결과 장애노인의 경우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체육시설의 물리

적 제약에 따른 불만이 높았으며, 장애노인의 욕구에 부합한 다양한 생활

체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이 필요함을 제언하 다. 한편 최윤진과 김

우석(2013)은 생활체육 참여 경험이 있는 60세 이상 지체장애노인 71명

과 생활체육 경험이 없는 지체장애노인 64명을 상으로 비교연구를 진

행하 다. 연구결과 생활체육 경험 장애노인은 일상생활수행능력 수준이 

높았으며, 허리둘레, 혈압, 총 콜레스테롤, 저밀도단백질이 유의하게 낮

았다. 스포츠 활동 프로그램 효과에 관련된 연구를 아래에 <표 2-7>에 제

시하 다. 부분의 연구가 지체장애인을 상으로 진행하 으나, 중년 

지적장애인을 상으로 진행된 연구(민범일, 김동춘, 2009)도 포함되었

다4). 프로그램의 경우 에어로빅, 구기운동, 파크골프, 저항성운동 등을 

포함하 다. 장애노인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스포츠활동은 매우 중요한 

의의가 있다. 향후 보다 다양한 활동의 개발 및 보급이 필요하다. 

4) 해외 지적장애인 노화 관련 연구는 부분 연령상의 기준(65세) 보다 중년기 이후에 초점
을 두는 점을 감안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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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 장애노인의 스포츠 참여 효과 연구 

저자
(출간연도)

대상 연구설계 프로그램 성과 

민범일, 
김동춘
(2009)

E복지관 중년 
지적장애여성 7명

난선화
통제집단
(7명)

에어로빅 운동 
주 3회, 1시간, 
8주

심혈관 위험요인(Leptin, 
TG, LDL-C) 감소 

김성진
(2010)

65세 이상 
지체장애노인 12명

난선화
통제집단
(12명)

구기운동 12주
신체조성, 혈중지질, 스
트레스호르몬, 정신건
강 역 점수 변화

이선애
(2010)

65세 이상 
지체장애노인 12명

난선화
통제집단
(12명)

파크골프운동 
12주

스트레스호르몬 감소
정신건강(긴장, 불안, 
피로, 혼동) 점수 감소

김문소
(2011)

60세 이상 
지체장애노인 12명

난선화
통제집단
(13명)

저항성 
운동프로그램
주 4회, 50분, 
12주 

근육량 증가, 일상생활 
체력 중 일부 항목 증
가, 심혈관계 요인 중 
HDL-C의 변화

  4. 장애노인의 심리적 요인 관련 연구 

장애노인의 심리적 요인 관련연구는 장애노인의 심리적 임파워먼트(박

수경, 문수경, 2005), 장애수용(노승현, 2007), 우울(김정운, 2003; 문수

경, 2009; 공혜경, 2010; 정경희, 2011; 이종운, 허만세, 2012b; 이주

경, 2012), 무력감(김두연, 2013), 자기효능감(김형수, 김용섭, 2009), 

스트레스(문수경 외, 2009)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먼저 심리적 임파워먼트에 관하여, 박수경, 문수경(2005)은 수도권 거

주 지체 및 뇌병변장애노인 291명을 상으로 연구하 다. 연구결과 교

육수준이 높을수록, 배우자가 있는 경우, 장애정도가 경증일수록, 뇌병변

장애인보다 지체장애노인이, 장애 수용도가 높은 경우 심리적 임파워먼

트 수준이 높았다. 장애수용에 관하여, 노승현(2007a)은 40세 이상의 지

체장애인 375명 상으로 중년기와 노령기 지체장애인을 연구하 다. 중

년기 지체장애인의 경우 자아존중감, 전문가지지가 장애수용에 유의한 

향을 미쳤으며, 노년기 지체장애인의 경우 IADL, 자아존중감,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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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 신체적 증상의 순으로 장애수용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에 관한 연구를 보면, 먼저 김정운(2009)은 노인시설 입소 치매노

인 및 뇌졸중노인 5명을 상으로 12회기의 치료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

을 실시한 결과, 우울수준이 유의하게 감소하 음을 보고하 다. 공혜경

(2010)은 노령화연구패널조사(2006) 자료를 분석하여 65세 이상 장애노

인 을 상으로 연구한 결과, 비장애노인에 비해 장애노인의 우울감 수준

이 높았다. 또한 장애노인의 경우 배우자 유무, 주관적 경제상태, 주관적 

건강상태, 이웃친구친척과의 만남, 성별 순으로 우울감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장애노인의 경우 주관적 건강상태, 주관적 경제상

태, 배우자유무, ADL, IADL, 사회활동참여, 이웃친구친척과의 만남, 주

택소유여부, 자녀 동거여부가 우울감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경희(2011)는 구청각언어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하는 65세 이상 노인 

91명을 상으로 분석한 결과에 기초하여 청각장애노인의 우울감 감소를 

위한 상담 및 지원체계의 필요성을 제시하 다. 이종운, 허만세(2012b)

는 2011년 구청각언어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한 적이 있는 65세 이상 청

각장애노인 100명을 상으로 연구한 결과 자아통합감과 이전건강행위

가 우울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경(2012)은 국민노후보

장패널조사 3차년 자료(2009)를 활용하여 65세 이상의 등록장애인을 

상으로 연구한 결과, 여가만족도가 낮을수록, 1인가구인 경우, 가족과 이

웃관계에 만족할수록 우울 및 불안수준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형수, 김용섭(2009)은 전라남도 거주 65세 이상 등록장애노인 430

명을 연구한 결과, 사회적 지지 정도가 높을수록, 사회적 인식이 좋을수

록, 남성일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월 총수입이 많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수경(2009)은 뇌혈관 병변으로 인한 신체장애

노인으로 서울지역 거주하고 있고 병원에서 통원치료만 받고 있는 6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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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노인을 상으로 생활스트레스가 가족지원을 매개하여 우울에 향

을 미치는 모형에 관하여 연구하 다. 연구결과 생활스트레스, 가족지원

이 우울에 미치는 직접효과와 생활스트레스가 가족지원에 미치는 직접효

과가 유의하 다. 또한 생활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향을 가족지원

이 매개하는 간접효과도 유의하 다. 

 

  5. 장애노인의 생활만족도 관련연구 

장애노인 생활만족도 및 삶의 질 관련 연구는 2000년 이후 26편5)의 

연구가 수집되어 장애노인 관련 연구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 다. 

출간연도 별로 2000년에서 2004년 까지 3편, 2005년에서 2009년까지 

5편, 2010년에서 2014년까지 18편으로 나타나 2010년 이후 연구가 급

격히 증가하 음을 알 수 있다. 

적용 연령의 경우 60세 이상이 9편으로 가장 많았으며, 65세 7편, 55

세 4편, 50세 이상 1편이었다. 또한 40세 혹은 30세 이상의 중·고령층을 

상을 포함하여 연령에 따른 비교고찰을 시도한 연구도 4편이었다. 

전체 연구 중 19편이 장애노인 용어를 사용하 으며, 장애노인 4편, 노

령장애인 용어를 사용한 연구가 3편이었다. 장애노인 용어를 적용한 연

구는 부분 50, 55세 이상을 상으로 진행된 연구 다. 또한 전체 연구

물 중 학술지 논문이 21편이었으며, 학위논문 3편, 학회 발표논문 2편이

었다. 

분석방법의 경우 22편이 회귀분석 연구를 진행하 으며, 회귀모형을 

적용한 매개효과 연구 2편, 상호작용효과 연구가 1편 진행되었다. 또한 

5) 학위논문 및 학회발표 논문을 학술지 논문에 중복 등재한 경우, 학술지 논문에 개재한 경
우만 분석 상으로 하여 최종적으로 27편의 연구를 분석 상으로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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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출간연도)
대상

장애

유형
자료

분석

방법
유의한 변수 유형

이경아

(2001)

60세 이상 

장애노인 

167명

시각, 

청각, 

지체

장애인

편의

표집

위계적

회귀

상호작용

효과

인지된 건강상태(+), 한달용돈(+), 정

서적지지(+)

조절효과: 경제적문제와 정서적지지

의 상호작용이 생활만족도에 유의한 

향

학술지 

논문

김미옥

(2003)

65세 이상 

장애노인 

1,260명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장애

2000년 

장애인

실태조사

다중회귀
주관적 건강상태(+), 일상생활 도움필

요도(-), 가족이나 주변지지(+)

학술지 

논문

손용진

(2004)

목포 신안군 

13개 섬지역 

60세 이상 

장애노인 

210명

30-59세 

등록장애인 

105명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언어,

지적, 

정신, 

신장장애

편의

표집

위계적

회귀

노인층: 우울(+), 중장년층: 우울(+)

성별, 학력, 배우자유무, 종교, 직업, 

연소득, 사회적지지, 자존감 유의하지 

않음. 

학술지 

논문

노승현

(2007a)

40-70  

까지 중노령 

지체장애인 

375명

지체

장애인

할당

표집

구조

방정식

모형

- 매개효과 

연령 높을수록 사회적지지 낮아져 장

애수용 낮아짐, 장애기간 길수록 사회

적지지 높아져 장애수용 높아짐, 신체

적상태 양호할수록 장애수용 높아져 

자아존중감 높아짐, 사회적지지 높을

수록 장애수용 높아져 자아존중감 높

아짐, 신체적상태 양호할수록 자아존

중감 높아져 주관적 삶의 질 높아짐, 

장애수용 높을수록 자아존중감 높아

져 주관적 삶의 질 높아짐, 사회적지

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 높아져 주관

적 삶의 질 높아짐, 사회적지지가 높

을수록 장애수용 높아져 주관적 삶의 

질 높아짐 

박사

학위

논문

강창욱, 

이준우

(2006)

서울, 부산, 

구, 전, 

광주 거주 

60세 이상 

청각장애노인

청각

장애인

소노우

볼샘블링

상관관계

분석

남자(+), 연령(-), 학력(+), 결혼(+), 

종교(+), 직업(+), 여가(+)

학술지 

논문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연구 2편과 패널자료를 종단적 특성을 적용한 패널

다항로짓분석 연구가 1편 진행되었다. 전체적인 연구결과를 아래의 <표 

2-7>에 제시하 다. 

〈표 2-7〉 장애노인 생활만족도 관련 연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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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출간연도)
대상

장애

유형
자료

분석

방법
유의한 변수 유형

노승현

(2007b)

40-70  까지

여성 중노령 

지체장애인 

375명

지체

장애인

할당

표집
다중회귀

학술지 

논문

권오균

(2008b)

서울 지역 

거주 65세 

이상 장애노인 

640명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장애

편의

표집 
다중회귀

남자(+), 월평균소득(+), 신체건강(+), 

사회적지지(+), 우울(-)

학술지 

논문

김형수,

김용섭

(2009b)

전남 거주 

65세 이상 

재가 장애노인 

430명

지체, 

뇌병변, 

청각, 

언어장애

편의

표집

위계적

다중회귀

학력(+), 기초생활수급자(+), 중복장

애(+), 장애기간(+), 월총수입(+), 우울(-)

학술지 

논문

백은령,

노승현

(2010)

60세 이상 

노령장애인 

380명

지체

장애인

2008년 

장애인

실태조사

구조

방정식

모형

장애가 중증이며, 경제수준 낮을수록, 

차별경험 높으며, 차별경험 높을수록 

생활만족도 낮아짐. 

차별경험 높을수록 차별인식 높으며, 

차별인식 높을수록 생활만족도 낮아짐. 

신체기능 양호할수록, 경제수준 높을

수록 생활만족도 높아짐. 

학술지 

논문

이중섭

(2010)

광구광역시 

거주 60세 

이상 장애노인 

876명

전 장애
편의

표집

위계적

회귀

유배우자(+), 동거가족수(+), 계층소

속감(+), 집구조편리함(+), 도움제공

자있음(+), 여가활동참여(+), IADL(+) 

학술지 

논문

송미영

(2011)

65세 이상 

장애노인 

386명

전 장애

장애인

고용패

널조사

(1차)

다중회귀

여성 : 연령(-), 타인의도움필요(-), 중

증장애(-)

남성: 고졸이상(+), 사회경제적지위 

하층(-), 건강상태 나쁜편(-), 타인도

움필요(-) 

학술지 

논문

김수봉,

고재욱

(2011)

65세 이상 

장애노인 

2,525명

전 장애

2008년 

장애인

실태조사

다중회귀

도시: 남자(-), 유배우자(+), 교육수

준(+), 건강상태(+), 교통수단어려움

(-), 문화여가만족(+), 집구조편리성(+)

중소도시: 남자(-), 연령(-), 교육수준

(+), 장애등급(+), 건강상태(+), 경제

활동상태(+), 교통수단어려움(+), 문

화여가만족(+), 장애차별(-), 집구조편

리성(+)

농촌지역: 연령(+), 건강상태(+), 경제

활동상태(+), 교통수단이용어려움(+), 

문화여가만족(+), 장애차별(-), 집구조

편리성(+)

학술지 

논문

양희택,

서대석

(2011)

60세 이상 

장애노인 중 

임금근로자 

357명

전 장애

장애인

고용패

널조사

(1-3차 

통합)

위계적

회귀

남자(-), 장애등급(+), 초졸이하(+), 

월평균근무일수(+), 직업배려(-), 직무

만족도(+)

학술

회 

발표



44 장애노인 대상의 통합적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책 방안

저자

(출간연도)
대상

장애

유형
자료

분석

방법
유의한 변수 유형

권재숙,

김성진

(2012)

55세 이상 

여성장애노인

1,397명

전 장애

2008년 

장애인

실태조사

위계적

회귀

유배우자(+), 장애등급(+), 건강상태

(+), 일상생활도움(혼자할수록), 가족

관계만족(+), 친구수(+), 문화여가만

족(+), 소속계층(+), 집만족도(+) 

학술지 

논문

백은령,

노승현

(2012)

60세 이상 

장애노인 

726명

전 장애

장애인

고용

패널

(1, 2, 

3차)

패널다항

로짓

- 생활만족도 보통수준 ‣ 낮음수준

유배우자(-), 중증장애(+), 건강상태

(-), 주관적경제상태(-), 주중 운동일

수(-) 

- 생활만족도 보통수준 ‣ 높음수준

남자(+), 유배우자(+), 연령(-), 중증

장애(-), 건강상태(+), 주관적경제상태

(+), 가구소득(+), 도움제공자있음(-), 

학술지 

논문

전동일,

양숙미

(2012)

60세 이상 

등록장애노인

1,292명, 

비장애노인 

10,705명

전 장애 

역 

장애

노인과 

비장애

노인 

비교

2008년 

노인생

활실태

조사

다중회귀

장애노인: 남자(-), 연령(+), 교육연수

(+), 가구소득(+), 건강상태(+), 우울

(-), 사회참여활동(+), 가족교류(+), 

유 감(+)

비장애노인: 남자(-), 연령(+), 교육연

수(+), 가구소득(+), ADL(-), 건강상

태(+), 만성질환(+), 우울(-), 경제활

동(-), 사회참여활동(+), 돌봄활동(-),

유배우자(+), 가족교류(+), 유 감(+)

학술지 

논문

이종운,

허만세

(2012a)

00복지관 

이용 65세 

이상 청각장애 

노인

청각

장애인

편의

표집

위계적

회귀

사회적소외(+), 정서적소외(-), 가족기

능(-)

학술지 

논문

이준상

(2012)

경상북도 

55세 이상 

시각장애노인

182명

시각

장애인

편의

표집
다중회귀

남자(-), 월평균가구소득(+), 여가활동

참여(+), 재가복지서비스 이용(-) 

학술지 

논문

편민숙

(2012)

60세이상 

장애노인 

2,971명

전장애

2008년 

장애인

실태조사

단순회귀

여가활동 참여 생활만족도에 유의한 

향 

* 통제변수 고려하지 않음. 

석사

학위

논문

박주영,

오혜경

(2013)

50세 이상 

독거장애노인

320명

전 장애
편의

표집

위계적

다중회귀

우울(-), 장애수용(+), 월소득(+), 차

별경험(-), 노후준비(+)

학술지 

논문

박현숙,

양희택

(2013)

55세 이상 

장애노인 

2,461명

전 장애

장애인

고용패

널조사

(4차)

위계적

다중회귀

매개효과

남자(-), 학력(+), 차별경험(-), 장애수

용(+)

차별경험과 생활만족 간의 관계를 장

애수용이 매개함. 

학술지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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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출간연도)
대상

장애

유형
자료

분석

방법
유의한 변수 유형

송진영,

김형모

(2014)

60세 이상 

장애노인 

1,185명

전 장애

장애인

고용패

널조사

(4차)

위계적

회귀

매개효과

다중회귀: 학력(+), 건강상태(+), 도움

필요(-), 사회경제적지위(+), 차별경험

(-), 장애수용(+)

매개효과: 일상생활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향을 장애수용이 매개함. 

학술지 

논문

백혜영 

외

(2013)

65세 이상 

장애노인 

443명

전 장애

장애인

고용패

널조사

(4차)

다중회귀 

건강상태(+), 도움제공자 있음(+), 주

관적 사회경제적 지위(+)

보고지기 사용유무 유의하지 않음. 

학술지 

논문

윤혜숙,

윤가현

(2003)

전남 담양군 

거주 55세 

이상 시각장애 

노인 235명

시각

장애인

편의

표집

기술통계

분석

가족관계, 인관계, 건강상태, 여가

활동, 경제적 상태 역의 기술통계결

과에 기초하여 제언을 제시함. 

학술지 

논문

이영미

(2013)

60세 이상 

장애노인 

1,280명

전 장애

장애인

고용패

널조사

(3차)

다중회귀

60세 미만 장애발생 집단

학력(+), 유배우자(+), 현재건강상태

(+), 장애수용(+)

60세 이상 장애발생 집단

경제활동상태(+), 장애수용(+), 차별

경험(-)

학술

회 

발표

이순희

(2014)

40세 이상 

중장애노인 

3,396명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장애인

장애인

고용패

널조사

(4차)

위계적

회귀분석

종속변수: 일상생활만족도

학력(+), 유배우자(+), 주관적 건강상

태(+), 자가소유(+), 사회경제적지위

(+), 노후준비충분성(+) 

석사

학위

논문

  6. 장애노인의 사회통합 및 자립생활 관련연구 

장애노인의 사회통합에 관한 연구는 시각장애노인(박수경, 이익섭, 

2005), 중·고령 지체장애인의 지역사회통합(정무성, 노승현, 2007)을 다

룬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장애노인의 자립생활 관련 연구(박수경, 2006)

가 진행되었다. 주요 연구결과를 아래의 <표 2-8>에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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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출간연도)
대상

장애

유형
자료

분석

방법
유의한 변수 유형

박수경, 

이익섭

(2005)

55세 이상 

시각장애노인 

447명

실명시기(30

세 기준)에 

따른 비교

시각

장애인

2011년 

시각

장애인 

실태조사

다중

회귀

종속변수: 지역사회통합

향요인(전체): 남성(-), 교육정도(+), 

일상생활제약(-), 정보적지원(+), 교육

훈련참여(+)

* 실명시기는 유의하지 않음. 

향요인(30세 미만 실명): 교육정도

(+), 일상생활제약정도(-)

향요인(30세 이후 실명): 남자(-), 교

육정도(+), 일상생활제약정도(-). 정보

적지원(+), 교육훈련참여여부(+)

학술지

논문

정무성,

노승현

(2007)

40세 이상 

지체장애인 

375명

지체

장애인

할당

표집

위계적

회귀

종속변수: 지역사회통합

향요인(중년기): IADL(+), 전문가 지

지(+), 신체적 증상(-), 전문가지지(+)

향요인(노년기): IADL(+), ADL(+), 

장애수용(+)

*장애발생시기는 유의하지 않음. 

학술지

논문

박수경

(2006)

서울 및 

경기지역 

56세 이상 

장애노인 

291명

지체 및 

뇌병변

장애

체계적

표집

다중

회귀

종속변수(일상생활 자율성): 남자(+), 장

애등급(+), 장애수용(+), 도시거주(+)

종속변수(물리적 접근성): 남자(+), 장애

등급(+), 지체장애(+), 장애수용(+), 

도시거주(+)

학술지

논문

〈표 2-8〉 장애노인 사회통합 및 자립생활 관련연구 결과 

  7. 장애노인 고용

국내 장애노인 고용 관련 연구를 장애노인의 취업욕구, 장애노인의 이

중차별에 관한 연구, 취업 장애인 현황에 관한 실증연구, 장애노인의 고

용활성화를 위한 안 모색연구로 구분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장애노인의 취업욕구에 관한 연구를 보면, 박혜전 외(2003)은 

50세에서 80 까지의 장애노인 210명을 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장애노인의 직업재활욕구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연령, 장애등급, 취

업경험, 기관인식을 제시하 다. 연령에 따른 취업욕구를 보면 50 에서 

80 까지 지속적으로 직업재활욕구가 낮아졌으나, 80 에도 직업재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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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구를 지닌 사람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가 경증

일수록, 취업경험이 있을수록, 기관인식 수준이 높을수록 직업재활욕구

가 높았다. 박혜전(2007)은 450개의 기관을 상으로 설문지를 발송하

여 784명을 최종 분석 상으로 하 으며, 50세 이상의 노령장애인 233

명, 50세 미만의 장애인 294명을 분석 상에 포함하 다. 노령 장애인의 

경우 건강수준이 양호하며 심리사회적 지지수준이 높을수록 노동의욕이 

높았고, 노동의욕이 높을수록 취업욕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건

강수준이 양호하고 심리사회적지지수준이 높으며 노동의욕이 높을수록 

직업준비 수준이 높아 결과적으로 취업욕구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취업욕구가 높은 노령장애인을 위한 직

업재활 지원에 관한 제언을 제시하 다. 이효성 외(2007)는 60세 이상의 

고령 뇌병변 장애인 13명을 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한 결과 일을 희망

하는 이유를 시간을 의미있게 보내기 위하여, 돈을 벌기 위하여, 더 나은 

삶을 위해, 자아실현, 건강을 위해 근로를 희망하지만 개인적, 가족적, 사

회적 요인으로 일 장애요인을 경험하고, 현실적으로 단순노동, 자 업, 

장애발생 이전 일에 참여할 수 있다고 응답하 다고 보고하 다. 

둘째, 장애노인의 이중차별에 관한 연구를 보면, 김은혜, 이효성(2006)

은 장애노인의 이중소외를 장애노인은 타 연령에 비해 교육정도, 직업기

술, 국가의 지원 부족을 경험하며, 이들을 위한 고용정책의 시급성을 주

장하 다. 한편 박재철(2013)은 50-64세의 장애노인의 고용확률과 임금

수준을 비교하여 연령차별을 분석하 으며, 청·장년기(15-49세) 및 일반

고령자와 비교하여 장애차별을 분석하 다. 주요 연구결과 장애노인의 

연령차별에 따른 고용확률 격차는 상용직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이

었으며, 연령차별(32.3%) 보다는 특성(67.8%)에 기인한 차이가 컸다. 또

한 연령차별에 따른 임금격차는 특성(7.95%) 보다 차별(92.05%)에 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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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연도)
대상

장애

유형
자료

분석

방법
종속변수 / 유의한 변수 유형

박혜전

(2011)

50세 이상 

장애노인
전 장애

장애인

고용패널

조사

(3차)

로지스틱

회귀

종속변수: 지난 주 1시간 이상 일한 경험

일반적 특성 중, 남자(+), 연령(-), 거

주지역(?)

장애요인 중, 장애등급(+), 후천적장애(+)

건강 요인 중, 현재건강상태(+), 건강 

일 지장여부(-)

취업관련 요인 중, 근무개월(+)

학회

발표

이성규

(2012)

55세~77세 

장애노인 

2,122명

장애발생시기

55세 이상 

및 미만 비교

장애노인 및 

비장애노인 

비교 

전 장애

장애인

고용패널

조사

(3차)

로지스틱

회귀

- 종속변수: 취업여부 

- 장애노인 

남자(+), 기초수급(-), 학력(-), 자격증

(+), 만성질병여부(-), 건강상태(+), 도

움제공자(-), 이동어려움(-), 보장구사

용(-), 일상생활차별(+), 구직활동차별(-)

 - 비장애노인

남자(+), 유배우자(+), 기초수급(-), 학

력(-), 중증장애(-), 만성질병여부(-), 

일상생활도움필요(-), 구직활동차별(-), 

노후준비(+)

학술지

논문

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일반인과의 고용 및 임금수준의 차이가 발생하

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은 아니었다.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장애

노인은 연령과 장애로 인한 이중차별은 없었지만 청장년과의 구분된 고

용정책이 필요하며 일반고령자와 통합적 고용정책이 요구됨을 지적하

다. 

셋째, 장애노인의 취업현황 관련 실증연구를 살펴보면, 취업 및 취업형

태 향요인(박혜전, 2011; 이성규, 2012; 노승현, 2012b), 장애노인의 

취업지속기간(전미리, 안선 , 2011; 김성원, 문진 , 2011), 정규직 여

부에 따른 임금근로 장애노인의 임금요인(노승현, 2012c) 연구가 진행되

었다. 아래의 <표 2-9>에 장애노인 관련 연구 중 실증연구 중 주요 결과

를 제시하 다. 

〈표 2-9〉 장애노인의 고용 관련 실증연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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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연도)
대상

장애

유형
자료

분석

방법
종속변수 / 유의한 변수 유형

- 55세 이상 장애발생

남자(+), 기초수급(-), 학력(-), 만성질

병여부(-), 구직활동차별(-)

- 55세 미만 장애발생

유배우자(+), 기초수급(-), 학력(-), 감

각장애(내부장애=0), 건강상태(+), 도

움제공자(-), 보장구사용(-), 일상생활

차별(-), 노후준비(+)

노승현

(2012b)

50-75세 

장애노인

2,522명

전 장애

장애인

고용패널

조사

(1, 2, 3차)

패널로짓, 

패널다항

로짓

- 종속변수: 취업여부 

남자(+), 유배우자(+), 연령(-), 장애기

간(+), 중증장애(-), 주관적건강상태

(+), 건강 일 지장(-), 교육년수(-), 자

격증(+), 주관적경제상태(+), 근로외소

득(-), 자산(+), 부채(+)

- 종속변수: 취업형태(비경제활동인구=0)

임금근로(1)

남자(+), 연령(-), 장애기간(+), 장애기

간(+), 정신적장애(신체외부=0)(-), 중

증장애(-), 주관적건강상태(+), 건강 일 

지장(-), 교육년수(-), 자격증(+), 고용

서비스경험(+), 근로외소득(-), 자산

(+), 부채(+)

자 업(1)

남자(+), 유배우자(+), 연령(-), 장애기

간(+), 정신적장애(신체외부=0)(-), 중

증장애(-), 건강 일 지장(-), 교육년수

(-), 자격증(+), 주관적경제상태(+), 근

로외소득(-), 자산(+), 부채(+)

가족종사자(1)

유배우자(+), 연령(-), 연령(-), 장애기

간(+), 감각장애(신체외부=0)(+), 신체

내부(신체외부=0)(-), 중증장애(-), 건

강 일 지장(-), 교육년수(-), 자격증(+), 

주관적경제상태(+), 근로외소득(-), 자

산(+), 부채(+)

구직자(1)

남자(+), 연령(-), 장애기간(+), 중증장

애(-), 건강 일 지장(-), 교육년수(-), 

고용서비스경험(+), 근로외소득(-), 자

산(+), 부채(+)

학술지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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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연도)
대상

장애

유형
자료

분석

방법
종속변수 / 유의한 변수 유형

전미리, 

안선영

(2011)

55세 이상 

임금근로 

장애노인 

507명

전 장애

2009~10 

장애인

고용공단 

고용정보

시스템 

자료

다중

회귀

종속변수: 고용안정(2009.1.1~2010년

7.31 총 근로일수 

전문가지지(+), 취업직종과 희망직종 

일치도(-), 임금(+)

학술지

논문

김성원, 

문진영, 

(2011)

50세 이상 

장애노인
전 장애

장애인

고용패널

조사

(1, 2차)

로지스틱

회귀, 

다중

회귀

종속변수(노동시장 진입; 수입 위해 1

시간 이상 일한 경험=1) 

남자(+), 연령(+), 만성질병(+), 학력

(+), 가구자산(+), 기초수급여부(+), 신

체내부(1)(+), 장애기간(+), 장애등급

(+), ICF(+), 자격증(-)

종속변수(근로지속기간: 1차년~2차년 

조사시기 개월수)

남자(+), 건강상태(-), 자격증(-)

학회

발표

노승현

(2012c)

50~70세 

장애노인 중 

임금근로자

전 장애

장애인

고용패널

조사

(1, 2, 3차)

패널

회귀

분석

임금실태 

정규직에 비해 비정규직 월임금 

82.3%, 상 적임금의 경우 비정규직 

51.3% 수준임.

종속변수(월임금) 

- 비정규직: 남자(+), 장애기간(-), 정

신적장애(신체외부=0)(-), 중증장애(-), 

직책없음(-), 전문관리직(사무직=0)(+), 

서비스직(+), 판매직(+), 기능직(+)

정규직: 남자(+), 근로기간(+), 노동조

합유(+), 사업체근무자수(+)

학회

발표

넷째, 장애노인 고용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김용탁, 2007; 박자경, 

2008; 박혜전, 김정임, 2010; 황주희, 2011; 노승현, 2013)가 진행되었

다. 

먼저 김용탁(2007)은 장애노인의 개념, 장애노인의 고용현황, 장애노

인의 현행 정책적 겁근, 장애노인 고용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을 연구하

다. 연구결과 장애노인의 경우 전체 장애인의 경우 경제활동참가율이 

청장년층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으며, 실업률은 상 적으로 높았다.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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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경우 독자적인 정책이 제 로 마련되지 않았으며 정책내용에 있

어 고령자와 장애인 고용정책이 각자 추진되고 있으며 장애노인에 한 

배려가 제한적인 문제를 지적하 다. 정책방향의 경우 장애노인의 개념

의 명확화, 장애노인 고용 인센티브제도, 장애노인 적합직종, 고령자와 

장애인 고용을 포괄하는 고용지원 전문기구, 장애노인 관련 예산 편성 등

을 제시하 다. 박자경(2008)은 장애노인에 관한 이슈를 종합하고, 장애

노인 노동력 관리를 위한 효과적인 전략으로서 연령특성을 반 한 노동

력개발과 작업시간, 작업장소의 배려, 편의도모, 다양성을 추구하는 직장

문화의 조성과 이를 통한 연령차별의 해소방안을 제시하 다. 박혜전과 

김정임(2010)은 장애노인 고용실태 및 정책과제에 관하여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정책방안을 모색하 다. 우선 일본 장애인 고령화 관련 선행연

구, 고령화에 따른 장애인 고용 책 관련 사례를 제시하 으며, 이에 기

초하여 장애노인, 노령장애인, 노령화된 장애인, 노령화된 장애인, 장애

노인 등의 용어정의와 적절한 용어선택이 필요함을 제시하 으며, 인구 

고령화에 따른 고용촉진요인, 기계화에 따른 적합직종 개발, 정책마련 등

의 노력이 필요함을 제시하 다.  

황주희(2011)는 문헌연구를 통하여 우리나라 장애노인의 직업재활방

향을 탐색하 다. 구체적으로 한국 고령자 고용지원사업의 특성, 장애노

인을 위한 직업재활과의 연계가능성, 미국 준·고령층 고용지원서비스와 

직업재활과의 협력체계, 미국 직업재활 학계에서 장애노인 연구의 동향

을 분석하 다. 이에 기초하여 구체적 제언을 제시하 다. 먼저 직업재활 

역에서의 지원을 위하여 직업재활적 선행조건으로 장애노인을 위한 고

령지원사업은 장애의 특성을 고려한 종합적 접근으로 지역사회 통합적이

며, 기회균등적이고, 고객중심주의를 반 한, 전문적 서비스가 되어야 함

을 제시하 다. 이를 위하여 학계에서는 장애노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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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재활사들이 장애노인의 특성과 욕구에 한 정보습득, 노인 상담 등의 

기술을 활용을 통한 실천전략의 모색이 중요함을 주장하 다. 또한 현장

에서 장애노인을 미래의 이용자로 고려하고 적극적인 직업재활서비스를 

개발해야 함을 주장하 다. 장애노인의 직업능력개발, 라포형성, 근무형

태의 변화, 현재의 직무수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보조공학 기기를 활용

한 직무조정 혹은 직업배치 등의 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제언하

다. 연구 역에서는 장애노인의 다양한 욕구와 특징을 살펴보기 위한 세

부적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 다. 에를 들어 고령으로 인하

여 장애를 경험하는 인구와 선천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고령에 이르는 인

구는 다른 접근방법이 필요할 수 있는데, 이와 관련된 기초연구들이 진행

될 필요가 있음을 언급하 다. 

노승현(2013)은 장애인고용패널(4차) 자료를 분석하여 50-70세의 장

애노인 고용 및 빈곤실태를 분석하 다. 특히 장애노인의 고용 및 빈곤실

태를 분석하기 위한 기준으로 연령, 장애기간, 장애발생시기를 포함한 생

애주기에 따른 비교분석을 주요 내용으로 하 다. 연구결과 장애기간이 

길고 장애발생시기가 이른 경우 경제활동참여비중은 상 적으로 높았으

며, 특히 자 업과 무급가족종사 비중이 높았다. 또한 학력, 자격증 보유 

비중은 상 적으로 낮았으며, 일상생활차별 및 직장 내 차별수준이 높았

다. 또한 장애기간이 길고 장애발생시기가 이른 경우 월평균 임금수준이 

상 적으로 낮았으며, 특히 발달기 및 고령기 발생인구의 월평균 임금이 

낮은 특성을 보 다. 한편 장애기간이 길고 장애발생시기가 이른 경우 가

구총소득이 상 적으로 낮았으며, 빈곤률은 높고, 가구순자산과 자가소

유 비중이 낮은 경향을 보 다. 즉 노령장애인은 상 적으로 경제적으로 

취약한 특성을 보 고, 사회적 차별경험수준이 높았으며, 경제활동참여

정도는 높았으나, 월평균 임금수준은 낮은 특성을 보 다. 반면 장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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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연도)
대상

장애

유형
자료

분석

방법
종속변수 / 유의한 변수 유형

노승현, 

백은령

(2012)

60세 이상 

장애노인 

726명

전

장애

장애인고용

패널조사

(1,2,3차)

패널로짓

분석

종속변수: 빈곤여부(절 빈곤선 기준)

빈곤률 56.4%(2008), 56.6%(2009),

51.2%(2010)

향요인

연령(+), 교육년수(-), 주관적 건강

상태(-), 취업(+), 장애가족비율(+), 

취업가족비율(-), 독거가족(유배우

+성인자녀가족=0)(-), 부부가족(-), 

무배우+성인자녀가족(+)

* 장애기간 유의하지 않음.

학술지

논문

노승현, 

이경준

(2012)

50-70세 

임금근로 

장애노인 

788명

전 

장애

장애인고용

패널조사

(1, 2, 3차)

패널

로짓

종속변수: 빈곤여부(절 빈곤선 기준)

장애노인 빈곤률(14.7%)이 청장년

층(12.5%)에 비해 높음

향요인(고령층)

남자(-), 연령(+), 가구원수(+), 장

학회

발표

늦은 시기에 발생한 경우 경제적 수준은 비교적 양호하 으나 경제활동

참여 비중이 낮았고, 고용유지기간이 짧았다. 이러한 결과는 장애 역과 

노인 역의 연계를 고려할 때 장애 역의 서비스를 요구하는 인구의 특

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 다. 또한 장애노인의 직업능력 개발, 

직무배려, 고용차별 경감, 고용의 질 증진방안, 적합직종 개발, 빈곤예방

을 위한 정책제언을 제시하 다. 

 

  8. 장애노인 빈곤

 장애노인 및 장애노인 가구의 빈곤 향요인에 관한 연구(노승현, 백은

령, 2012; 김용탁, 박단비, 2014)와 임금근로 장애노인의 빈곤 요인 연구

(노승현, 이경준, 2012)가 진행되었다. 구체적인 연구내용은 아래의 <표 

2-10>에 요약하 다. 

〈표 2-10〉 장애노인의 빈곤관련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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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연도)
대상

장애

유형
자료

분석

방법
종속변수 / 유의한 변수 유형

애가구원수(+), 취업가구원수(-), 

전일제근무(-), 일반사원(직책없

=0)(-), 리이상(-), 농어업직(사무

직=0)(+), 단순노무직(+)

* 장애기간 유의하지 않음. 

향요인(청장년층)

연령(+), 수도권(+), 정신적장애(+)

(신체외부=0), 가구원수(+), 취업가

구원수(-), 근로기간(-), 전일제(-), 

농업직(+)(사무직=0)

김용탁, 

박단비

(2014)

50세이상 

장애노인

장애발생시

기 50세 

이상과 

미만 비교

전 

장애 

장애인고용

패널조사

(4차)

다중

회귀

빈곤(중위소득 50% 기준)

빈곤률 전체(53.3%), 50세 이상 장

애발생(56.5%), 50세 미만 장애발

생(51.5%)

향요인(50세 미만 장애발생) : 유

배우자(-), 자격증(-), 취업(-), 노후

준비(-), 사회경제적지위(-), 총가구

원수(-), 장애가구원수(+), 자가주거(-)

향요인(50세 이상 장애발생) : 남

자(+), 학력(-), 정신적장애(+)(신체

내부=0), 현재건강상태(-), 취업(-), 

노후준비(-), 사회경제적지위(-), 총

가구원수(-), 장애가구원수(+), 자

가여부(-) 

학회

발표

  9. 장애노인 차별 

장애노인의 차별 관련 연구는 차별인식 향요인(김동배, 2009), 차별

이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향(김고은, 이종림, 2013), 차별경험에 관한 

질적연구(전용만, 2009)가 진행되었다. 차별과 생활만족의 관계를 다룬 

연구(백은령, 노승현, 2010; 김수봉, 고재욱, 2011; 박주 , 오혜경, 

2013; 박현숙, 양희택, 2013; 송진 , 김형모, 2014)의 경우 생활만족 

관련 연구로 분류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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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연도)
대상

장애

유형
자료

분석

방법
종속변수 / 유의한 변수 유형

김동배 외 

(2009)

65세 이상 

장애노인 

1,241명

지체, 

시각, 

언어, 

청각장애

2005년 

장애인

실태

조사

위계적

회귀

매개효과

종속변수(차별인식): 동거가족있음

(-), 경제수준(-), 언어장애(+)(지체

장애=0), 청각장애(+)(지체장애=0), 

IADL(+), 장애발생시기(-), 자기개

발 및 오락여가(-)(소일=0)

자기개발 및 오락여가의 매개효과

가 유의함. 

학술지

논문

전용만

(2009)

60세 이상 

장애노인 

22명

지체장애
질적

연구

소득, 의료, 주거, 여가, 정서, 이동

편의 역에서 차별을 경험하는 것

으로 보고함. 

석사학

위논문

김고은, 

이종림

(2013)

서울, 

경인지역 

거주 60세 

이상 등록 

재가장애노

인 207명

지체장애, 

뇌병변장

애인

편의

표집

구조방정

식모형

종속변수: 성공적 노화 

노인차별이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향을 역할수행이 부분 매개함. 

장애차별이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향을 역할수행이 부분 매개함. 

학술지

논문

〈표 2-11〉 장애노인의 차별관련 연구 

  10. 중고령 장애인의 노후준비관련 연구

장애인의 행복한 노후생활은 중년기부터 준비되어야 한다. 장애노인 

인구를 직접적으로 다룬 것은 아니지만, 노후생활 준비를 지원하기 위한 

연구가 다양한 각도로 진행되었다. 장애인 노후준비 관련 주제를 종합적

으로 다룬 연구는 최성일 외(2010)의 연구가 표적이다. 여성장애인 노

후준비 향요인(민병윤, 2009), 장애인고용패널조사에서 노후준비 관련 

문항을 포함하여 분석한 연구(조정아, 2010; 최희진, 2011; 송미 , 

2012)가 진행되었으며, 노후준비와 관련이 있는 연구로 장애인의 저축수

준에 관한 연구(윤상용, 김태완, 2012)가 진행되었다. 또한 지적장애인의 

경우, 지적장애인 평생계획 향요인에 관한 연구(손진희, 2007; 최혜림, 

2009; 조미연, 2009), 평생계획과 자기결정에 관한 연구(이은애,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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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계획에 부모의 임파워먼트가 미치는 향(서남숙, 2009), 장애인 복

지관의 평생계획 지원방안 연구(조재석, 2007) 등이 진행되었다. 

먼저 장애인의 노후준비에 관한 정책연구로 최성일 외(2010)는 우리나

라 장애인 노후준비 실태 조사와 함께 장애당사자, 실무자를 상으로 질

적연구를 실시하여, 노후준비 실태 및 지원방안을 모색하 다. 이에 기초

하여 장애인의 생애주기, 장애유형, 성별을 고려한 지역사회 노후준비 지

원방안을 제시하 다. 구체적으로 중고령 장애인 경제활동 활성화(적합 

일자리 개발, 직업훈련 기관의 중고령 직업훈련 전용반, 중증 중고령 장

애인 직업재활사업 확 , 고용지원 강화, 사회적 기업 육성), 소득보장 지

원(국민연금 가입 지원, 세제지원, 자산형성 지원),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중고령 장애인 다빈도 질환 관리, 맞춤형 건강정

보, 장애인 노화 연구센터), 여가문화활동 지원(프로그램 개발, 문화바우

처 및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 장애인 전용 문화공간, 중고령 장애인 자

원봉사단), 생애설계 지원(장애인 생애설계 매뉴얼 개발 및 교육, 전문가 

양성, 노후 비 인식개선), 노후 비 지원체계 구축(노후 비 법적 근거 

마련, 노후지원 컨트롤 타워 설치, 노후지원 네트워크, 노후욕구 및 실태

조사 실시)를 제시하 다. 

지적장애인 평생계획 관련 연구로 조미연(2009)은 서울, 경기지역 재

활시설을 이용하는 학령기 지적장애인 부모를 상으로 평생계획 수준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 다. 주거계획은 ‘결정하지 않은 경우’가 71.2%(131

명) 으며, 주거장소를 결정한 경우 ‘현재 살고 있는 집’을 선택한 응답자

가 63.5%(33명)로 가장 많았으며, 장애자녀의 주거관리자로는 ‘전문가’

가 32.7%(17명), ‘ 비장애자녀’가 26.9%(14명)로 나타났다. 장애자녀의 

재정계획은 ‘있다’의 경우46.7%(86명), ‘ 없다’의 경우가 53.3%(98명8)

고, 재정계획 방법으로 ‘개인적금 및 신탁’이 33.7%(29명), ‘ 장애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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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공동적금 및 신탁’이 32.6%(28명) 고, 재정관리인은 ‘비장애자녀’

가 45.1%(83명), ‘ 장애자녀를 돌보는 시설’이 20.7%(38명) 다. 법적계

획은 ‘있다’의 경우 37%(68명%) 고, 후견인으로는 ‘비장애자녀’가 

47.3%(87명), ‘ 사회복지사’가22.3%(41명)로 선호되었다. 평생계획의 1

차적 책임자는 ‘부모’57.6%(106명), ‘ 정부’31.5%(58명) 으며, 평생계

획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직업재활’과 ‘생활비 마련’이 

각각 37%(68명%), 24.5%(45명)로 나타나 경제활동 및 소득보전과 관련

된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생계획준비 

정도의 경우 ‘재정계획’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주거계획’ ‘ 법

적계획’ 순이었다. 평생계획 향요인의 경우 주거계획에 부모집단 지지

가, 재정계획에 가족의 경제력이, 법적계획에 양육부담이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생계획 필요성의 경우 주거계획, 재정계획, 법적계획

의 순이었다. 평생계획을 위한 정보제공, 장애인 소득보장 제도 확충, 평

생계획 전문가, 장애인 직업재활, 공동생활가정과 IL 센터의 확충, 성년

후견인제도의 도입 등을 제언하 다.

서남숙(2009)은 경기지역 장애인종합복지관과 사설교육기관을 이용

하는 초, 중, 고 지적장애인 부모 150명을 상으로 평생계획 향요인에 

관하여 연구하 다. 연구결과 지적장애인 부모가 평생계획을 수립하는 

비율은 32% 정도 으며, 법률계획이 18%로 가장 낮았고, 재정계획, 주

거계획의 순이었다. 지적장애자녀의 부모가 가장 선호하는 주거시설은 

공동생활가정이었으며, 가장 필요한 서비스는 장애인연금제도 다. 평생

계획 향요인은 정보적지지, 가족수입, 개인능력 임파워먼트, 자기결정 

임파워먼트, 보호자 연령의 순이었으며, 주거계획 향요인은 정보적지

지, 자기결정 임파워먼트, 장애자녀연령, 개인능력 임파워먼트, 보호자 

연령의 순이었다. 재정계획 향요인은 보호자연령, 부모 개인능력 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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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먼트, 장애자녀연령이었으며, 법률계획 향요인은 경제적 만족도, 자

기결정 임파워먼트, 보호자 연령, IADL, 집단의식 임파워먼트의 순이었

다.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평생계획을 위한 사회복지 전문가의 양성 및 

서비스의 공급, 부모 임파워먼트를 위한 지원, 장애수당과 장애연금의 

현실화, 부모 자조모임 활성화, 지역사회 내 공동생활가정의 확충을 제

언하 다.

김미희(2012)는 서울시 양천구 내 특수학급, 장애인복지관, 보호작업

장, 주간보호센터, 부모회 등을 이용하는 128명을 상으로 분석하 다. 

주거계획의 경우 34.3%가 현재 사는 집을, 25.7%가 구형 그룹홈을 선

호하 다. 재정계획은 개인적금 및 신탁(40.3%), 장애자녀 부모공동적금 

및 신탁(37.3%)순으로 높았으며, 법률계획은 후견인으로 사회복지전문

가(37.7%), 비장애자녀(22.6%)의 순이었다. 평생계획 향요인의 경우 

주거계획은 사회적 부담, 가구소득, 자녀수가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재정계획은 가구소득과 장애등급이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법률계획은 장애자녀 부모 중 모의 학력, 결혼계획의 경우 장애

등급, 신체적 부담, 전문가 지지가 향을 미치는 요인이었다. 연구결과

에 기초하여 평생계획을 위한 전문적지지, 지역사회 친화형 거주환경, 소

득보장을 위한 직업지원, 성년후견제도의 현실적 시행, 부모교육, 사회적

지지 강화를 제언하 다.

  11. 고령 보호제공자의 어려움 관련 연구

장애인의 나이 들어가는 고령부모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성인 지

적장애인 부모의 돌봄 만족 및 돌봄 부담(김고은, 2011), 뇌성마비 자녀

의 노인 어머니 돌봄 경험에 한 질적 연구(최선경, 2008), 성인 지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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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인 손위 여자형제의 돌봄 부담(김미혜,장숙, 2011), 성인 지적장애인 

아버지와 어머니의 심리적 안녕감 모형(유용식,노승현, 2010), 성인 지적

장애인 주 돌봄자의 서비스 이용도와 필요도(신정윤, 2007), 보건복지 욕

구(김은혜 외, 2010)를 다룬 연구가 진행되었다. 

신정윤(2007)은 18세 이상의 재가 성인 정신지체인(지적장애인)을 돌

보는 나이 들어가는 주보호제공자의 서비스 이용도와 서비스 필요도 결

정요인에 하여 연구하 다. 전체 중 주보호자의 연령이 60세 이상인 경

우는 17명(10.3%)이었다. 연구결과 연령이 증가할수록 서비스 이용도와 

필요도 모두 낮아지는 경향을 발견하 다. 연령이 증가할수록 돌봄 부담

은 증가할 가능성이 높으나, 현재 고령 지적장애인을 위한 서비스가 욕구

에 부합되지 않는 상황에서 도출된 결과일 가능성이 높다. 

최선경(2008)은 뇌성마비 자녀를 지원하는 65세 이상의 어머니 2명을 

상으로 질적 연구를 진행하 다. 연구결과, 범주화는 “당황과 포기”, 

“가능성의 발견”, “장애자녀와 자아의 일치됨”, “노화와 사후걱정”, “자아

성찰”로 이해되었다. 

김은혜 외(2010)는 성인 장애자녀를 돌보는 65세 이상의 저소득부모

를 상으로 보건복지 욕구를 조사하 다. 연구결과, 노령 부모들은 장애

자녀에 한 장기적 지원으로 자신의 노후생활은 전혀 준비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특히 장애기간이 길수록 이러한 경향은 심화되었다. 보건복지 

서비스는 현물 형태의 직접적인 서비스를 주로 이용하 고, 좀 더 자발적

이면서 추가적인 비용이 요구되는 사회·정서적 역에 한 서비스 이용 

및 필요도에 한인지는 낮은 경향을 보 다.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노령 

부모를 위한 전문적인 프로그램 개발을 제언하 다. 

유용식, 노승현(2010)의 연구는 성인 지적장애인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심리적 안녕감 설명모형에 하여 연구하 으며, 부모 366명 중 60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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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을 159명 포함하여 연구를 진행하 다. 연구결과 돌봄스트레스를 내생

변수로 자녀의 일상생활기능, 자녀의 부적응행동, 부모의 건강상태의 직

접효과가 유의하 다. 돌봄 만족을 내생변수로 가족지지, 전문가지지, 돌

봄스트레스의 직접효과가 유의하 다. 심리적 안녕감을 내생변수로는 돌

봄만족과 돌봄스트레스의 효과가 유의하 으나, 부모건강상태의 향은 

유의하지 않았다. 간접효과의 경우 돌봄스트레스의 매개효과를 보면, 일

상생활기능, 부적응행동, 부모건강상태가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향

을 돌봄스트레스가 매개하는 효과가 유의하 다. 돌봄만족의 매개효과의 

경우, 가족지지, 전문가지지, 돌봄스트레스가 심리적 안녕에 미치는 향

을 돌봄만족이 매개하는 효과가 유의하 다. 다집단 분석 결과 성별에 따

라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경로는 친구지지→돌봄 만족, 

돌봄스트레스→심리적 안녕, 전문가지지→돌봄 만족이었다. 이상의 결과

에 기초하여 실천적 제언을 제시하 다.

김고은(2011)은 성인 지적장애인을 돌보는 노년기 어머니의 돌봄 경험

에 한 연구를 진행하 다. 전체 392명 중 지적장애자녀의 연령이 41세 

이상인 경우는 25명(6.4%), 어머니의 연령이 65세 이상인 경우 155명

(39.5%)을 포함하 다. 연구결과 자녀의 기능수준이 돌봄 부담과 돌봄 

만족에 정적인 향을 미쳤고, 노화인식이 돌봄 부담감에 가장 큰 향을 

미쳤다. 문제 중심 처와 정서중심 처가 돌봄 평가에 각기 다른 향

을 미쳤고, 노년기 어머니의 처전략의 사용과 장애자녀와의 관계인식

이 중요한 매개변수로 확인되었다. 

김미혜, 장숙(2011)의 연구에서 성인 지적장애인을 부양하는 비장애 

손위 여자형제의 부양경험에 관한 연구는 30  이상 연령 별 1명씩을 연

구하 다. 도출된 범주는 내겐 너무 벅참, 동생과 함께 가는 내 운명을 수

용함, 알 수 없는 미래에 한 소망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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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국외 연구 동향

최근 의학의 발전으로 인한 전 세계적 인구의 고령화는 전 세계적 인구

의 고령화 및 장애인구의 고령화를 가속화함으로써 장애노인 인구의 규

모를 증가시키고 있다(Trieschmann, 1987; Olshansky, et al., 1993; 

Pentland, et al, 1995). 인구의 고령화는 장애인구의 고령화 및 고령화

로 인해 발생하는 고령화 과정 장애와 깊은 관련이 있다. 의학 관련 분야 

연구에서는 ‘나이가 듦에 따라 발생되는 장애 혹은 일상생활에서의 제약’

들에 한 연구들을 진행하여(WHO, 2011; Freedom et al., 2006, 재

인용), 고령기 노화에 의한 장애의 경험 및 선천적 장애인들의 노화로 인

한 ‘이차적인 장애’의 이슈들(Capoor & Stein, 2005; Kemp & 

Campbell, 1993; Kemp & Thompson, 1997; Trieschman, 1987; 

Zarb & Oliver, 1993; Verbrugge & Yang, 2002; Wilber, et al., 

2002; 황주희, 2011, 재인용)을 개별적으로 제기해 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장애노인’ 관련 최근 동향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장애인분야와 

노인분야 및 관련 분야에서 논의되었던 동향들을 장애노인이라는 주제로 

묶어 공통된 특성들을 살펴보는 것이 적절한 접근방법(Murphy, 

O’Shea, Cooney & Casey, 2007, 재인용)이라 생각하여, 이러한 관접

으로 국외 장애노인 관련 동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1. 노인인구 및 장애인구의 증가 

20세기 의학의 발전과 공동보건의 향상 그리고 출산력 저하현상 등은 

전 세계 인구의 고령화를 야기하 다. 즉, 전 세계 인구 중 65세 이상 노

인 인구 비율이 점차적으로 증가하면서 동유럽 국가를 제외한 유럽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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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의 노인인구는 14%를 초과하 고, 독일이나 이탈리아는 전체 인

구 중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20%를 넘고 있다(선우덕 외, 2012). 

이러한 고령화현상은 고령기의 장애발생율과 높은 관련성을 가지므로 고

령화현상에 따른 장애의 이슈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볼 수 있

다. 즉, 고령기의 ‘노화(aging)’는 신체적·정신적 쇠퇴 및 면역력의 감퇴

를 야기하여 장애의 경험비율이 점차로 높아진다. 일례로 80세에서 89세 

사이의 노인 중 장애를 경험하는 노인의 비율은 연간 3.9%수준으로 증가

하고 있으며(WHO, 2011), 이러한 고령기의 높은 장애출현율은 전생에 

걸친 건강의 위험요소, 예를 들어 질병과 부상 그리고 만성질환 등이 모

두 노년기에 누적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WHO, 2011). 

반면에 장애인의 ‘노화’에 따른 특징으로는 각 연구마다 ‘장애의 정의’ 

및 ‘노인인구의 정의’ 등이 상이하므로 이들 연구결과를 동일 선상에서 

비교할 수는 없으나, 분명한 사실은 장애인들은 일반인에 비해 빠른 (1) 

조기노화(premature aging)와 기존의 장애에 더해지는 만성질환 등 건

강적인 감퇴로 인한 (2) 이차적인 장애(secondary disability)의 이슈들

이 보고되고 있다(Capoor & Stein, 2005; Kemp & Campbell, 1993; 

Kemp & Thompson, 1997; Trieschman, 1987; Zarb & Oliver, 

1993; 황주희, 2011, 재인용). 

최근의 연구들은 이러한 고령기의 장애의 경험들은(이것이 선천적 장

애에 더해지는 이차적인 장애의 성격이든 아니면 고령으로 인한 노화의 

진행에 따른 장애의 경험이든 상관없이) 이들의 심리적 상태에도 향을 

미친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 나이가 든다는 것

은 ‘노인’이 된다는 의미이며, 이는 ‘노인으로서’ 직업을 비롯하여 사회로

부터의 배제, 사회적 편견 혹은 차별을 경험하게 됨을 포함한다(황주희, 

2011, 재인용). 이러한 경험은 낮은 자아 존중감을 형성하게 되어, 자신



제2장 문헌고찰 63

을 쓸모없고, 무가치하게 생각하며 좌절, 열등감, 소외감을 경험하게 되

어 불안정한 심리상태에 이르게 한다(황주희, 2011, 재인용). 더군다나 

고령기에 더해지는 신체적·정신적 쇠퇴 및 ‘노인이기 때문에 경험하는 사

회적·환경적 경험들은 이들의 우울 및 우울증상(depressive symptom)

의 발전으로 이어지기 쉽다(Schnittker, 2005). 이러한 고령기의 신체적 

혹은 퇴행성 장애를 경험하는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2-3배 높

은 우울감을 보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McColl & Rosenthal, 1994). 

즉, 고령기의 신체적 기능의 쇠퇴는 우울이나 불안증과 같은 기분 장애

(mood disorder)와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Harley, et al., 2003; Tepper & Cassidy, 2004; Skultety & Zeiss, 

2006). 

장애인 및 노인관련 정책들에 관한 국제적 연구들을 살펴보면 공통적

인 발전과정에서의 이슈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 첫째, 장애인 및 노인들의 

사회적 배제문제로 인한 권리 중심으로의 패러다임 변화, 둘째 독립적인 

삶(Independent Living) 및 소비자중심주의(Consumer-Direction)의 

중요성 부각, 셋째로 지역사회중심(정상화)의 복지서비스 강화 그리고 사

회통합으로의 움직임이 그것이다. 이러한 움직임들은 최근 장애인 및 노

인의 ‘삶의 질’ 혹은 ‘삶의 만족도’의 개념들과 관련이 있으며, 특히 고령

기의 신체적·정신적 쇠퇴는 이들의 ‘삶의 질’에 부정적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Krause, 1990; Bishop, 2005). 최근 ‘삶의 질’ 개

념은 사회학, 사회복지학, 의학 및 간호학 등 다양한 학문분야에서 다양

한 이론적 배경에 근거를 두고 발전하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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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장애인 분야 및 노인 분야의 패러다임 변화  

가. 장애인의 자립생활운동, 탈시설화, 인권 패러다임으로의 발전

1950년  이후 장애인복지의 철학과 실천적 의미인 패러다임은 기존

의 분리와 보호 그리고 의료적 관점의 재활패러다임으로부터 ‘탈시설화’, 

‘정상화’, ‘자립생활운동’을 포함하는 사회적 모델에 기인한 인권 패러다

임으로 변화되었다. 미국의 경우 탈시설화와 정상화 그리고 자립생활운

동 등은 1960년  당시 이루어졌던 시민권운동이나 소비자 운동 그리고 

자조운동 등의 사회운동의 배경 속에서 이루어져 장애인의 인권운동으로 

발전하 다. 지적·발달장애인의 탈시설화 운동은 1970년 에 활발하게 

전개되었으며, 이후 자립생활운동의 일부로 함께 발전하 다. ‘정상화’ 

이념은 1950년  덴마크에서 그리고 1960년  스웨덴에서 시작되었으

며, 특별한 장애나 욕구를 가진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가능한 일반인과 비

슷한 보통의 삶을 살아야 함을 의미한다(박태 , 2003). 따라서 정상화, 

탈시설화운동과 자립생활운동이 지향하는 바는 시설이나 병원 등의 시설

수용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인 삶을 사는 것으로의 전환을 의

미하며, 특히 지역사회로의 전환은 단순히 거주공간의 물리적 이동을 의

미하는 것이 아닌 장애인이 지역사회내에서 삶의 모든 측면에서 배제되

지 않고 통합되고 주류에 참여함을 강조하 다. 이 같은 개념들은 이후 

지역사회복지의 기본 개념으로 작용하여 최근 사회복지의 기본원리인 인

간의 존엄, 평등과 기회균등, 인간고통에 한 국가책임, 그리고 자기결

정 등으로 발전하 다(박태 , 2003). 

역사적으로 장애인정책은 전쟁에 참전했던 군인 중 장애를 가지게 된 

상을 중심으로 이들의 요구에 한 정치적 응의 산물로서 진행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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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김용득, 2004). 따라서 장애인정책은 전체 사회정책 속에 통합·조정

되지 못하고 장애인의 특수한 조건에 한 단편적이고 수동적인 내용만

을 담고 있었으며, 장애인 당사자의 요구나 신념보다는 서비스 공급자나 

관료 중심으로 서비스가 제공되어 장애인은 전체 사회로부터 광범위한 

역에서 차별과 인권침해를 받아왔다(김용득, 2004). 이에 인권 패러다

임은 장애의 원인을 장애인 개인에게 두지 않고 장애인의 사회적 참여를 

가로막는 사회적 태도나 사회제도로 보는 사회적 모델을 지지하며, ‘인간

다운’ 권리와 존엄을 강조한다. Wolfensberger(1989)는 장애인에 한 

분리·배제·거부 등은 장애를 가진 한 개인에 한 낙인과 차별에 그치지 

않고 소외에 노출되어 사회적 역할과 이미지의 손상을 가져옴으로써 가

치절하의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정명선, 이경준, 2012, 재인

용). 이후 인권패러다임은 자립생활패러다임으로 발전하여 장애인이 비

장애인과 마찬가지로 동등한 권리를 가진 시민으로서 자신의 삶을 위

하는 데 있어 스스로의 ‘선택권’과 ‘자기결정권’을 가지고, 장애인 자신이 

능동적으로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국가가 이를 보장하여야 함을 강조

하는 것으로 발전하 다. 

실제로 2006년 12월 신체, 정신, 지적장애를 포함한 모든 장애가 있는 

이들의 존엄성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유엔인권협약(UN Standard 

Rules on the Equalization of Opportuniti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인 「장애인권리협약」이 재정되었으며 이는 최초의 국제인

권법에 따른 인권조약으로 우리나라에서는 2007년 4월 「장애인차별금지

법」의 재정으로 이어져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도록 하 다. 즉, 

장애인의 권리실현을 방해하는 교육, 건강, 재활, 근로 및 고용에서의 차

별·배제를 금지함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증진을 꾀한다. 장애인권리

협약에서 강조하는 장애인의 ‘삶의 질’은 사회적 조건과 사회구성원 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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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작용의 결과로서 개인의 삶을 가치 있게 느끼는 만족감으로 규정할 

수 있다.

나. 노인의 활기찬 노후

역사적으로 고령화(aging)6)의 개념은 신체적·정신적 쇠퇴와 관련이 

있다고 이해되었으며, 이러한 쇠퇴는 기능의 상실로 간주되어 시설수용

의 필요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인식되었다(Kennedy & Minkler, 

1998). 실제로 1800년 에 노인은 치료해야 할 환자로 인식되어 정치·

경제·사회적으로 평가절하 되었다. 당시 고령화는 ‘하나의 사건(event)’

으로 이해되어 그러한 사건을 경험하는 개인에 의해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는 의학적 모델에 기반을 두고 있었다. 이러한 인식은 이후 고령화가 

단순히 연령적 사건이 아니라 노인의 삶의 과정에 일어나는 ‘생애과정

(life course)’으로 변화되었고, 사회에서 노인이라는 의미가 가지는 경

제·사회적 편견과 차별의 문제로 변화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사회화의 구

조적 과정 및 문화의 변화에 기인한다. 즉, 인간의 삶에서 고령화는 생애

과정에서 일어나는 과정이며 경제·사회적 편견과 배제에 기인하는 심리· 

사회적 과정으로는 이해되었다(McGee, 2005). Oliver(1999)와 

Priestley(2003)는 노인과 장애인은 노동시장에서 배제되는 경제·사회

적 편견과 차별에 직면해 있다고 설명하 다. 이러한 개념의 변화는 노인

의 경우 ‘고령화’에 한 ‘생의 사건’모델에서 ‘생애 과정’모델로의 전환

을 통해서 가능하 으며, 장애인의 경우 ‘장애’에 한 의학적 모델의 이

해에서 사회적 모델로의 전환을 통해 가능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노

6) 한국에서 aging이란 ‘고령화’ ‘노후’, ‘노령기’ 등 다양하게 번역된다. 본 연구에서도 
aging은 문맥의 상황에 따라 ‘고령화’ 혹은 ‘노후’로 사용되었음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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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관련 연구에서도 장애인관련 분야의 연구결과에서처럼 노인들은 가능

한 오랫동안 자신의 집에서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Priestley & Rabiee, 2002), 이러한 경향들은 미국을 

비롯하여 네델란드와 독일의 노인복지정책에 반 되어 노인이 자신이 살

던 지역사회, 즉 자신의 집에서 가능한 오랫동안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

하고 있다(Bakker, 2005). 또한 노인분야의 소비자 중심

(consumer-directed) 서비스에 한 관심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Simon-Rusinowitz, 1999).

노인의 사회적 모델의 수용은 1999년 「유엔의 노인을 위한 원칙(UN 

Principles for Older Persons)」으로 이어져 노인의 지역사회로의 참

여, 독립, 자아실현, 존엄, 보호 등의 원칙을 강조하게 되었다(UN 1999). 

유엔의 이러한 원칙은 2002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개최한 「제2차 세계

고령화회의(The Second World Assembly on aging)」에서 인구 고령

화에 응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공유해야 할 정책과 과제를 제시한 「마드

리드 고령화 국제행동계획(The United Nation’s International Plan 

of Action on Aging: MIPPA)」7)에서 더욱 구체화 되었다. 즉, 노인의 

7) UN은 MIPPA를 통해 ‘노인과 발전’, ‘노년기까지의 건강과 안녕증진’, ‘능력을 부여하고 
지원하는 환경 확보’ 등 세가지의 주요 방향을 채택하고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과
제를 제시하고 과제가 달성되기 위하여 요구되는 행동들을 권고하 다. 첫째로 고령사회
에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관심을 가져야 할 분야로 ① 적극적인 사회참여와 발전에
의 참여제고, ② 고령 노동력의 적극적 활용, ③ 농촌 개발, 이주 및 도시화가 노인에 미
치는 향에 한 관심 제고, ④ 노인의 지식, 교육, 훈련에의 접근성 제고, ⑤ 세 간 연

 강화, ⑥ 빈곤 퇴치, ⑦ 소득 보장, 사회적 보호와 빈곤 예방, ⑧ 위급 상황에 처한 노
인 계층의 보호 등을 제시하 으며, 둘째, 노년기의 건강과 안녕을 제공하기 위해 관심을 
가져야 할 분야로 ① 전 생애과정에서의 건강과 안녕의 증진, ② 수발서비스에 한 보편
적이며 형평성 있는 접근, ③ 노인의 HIV․AIDS에 한 관심 제고, ④ 수발보호 제공자의 
훈련, ⑤ 노인의 정신건강 욕구에 한 관심 제고, ⑥ 노인이 경험하는 장애의 예방과 재
활에 한 관심 및 서비스 제고 등을 제시하 다. 마지막으로 노인을 지지하는 환경마련
을 위해서는 ① 주택과 주거환경 개선, ② 수발과 수발자 지원, ③ 학 와 폭력으로부터
의 보호, ④ 노화에 한 긍정적인 이미지 향상 등이며, 이러한 행동계획의 이행을 위해
서는 국가, 국가단체의 참여가 필요하며 지속적인 연구와 전 세계적인 모니터링이 요구됨
을 강조하고 있다(정경희 외,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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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적인 삶, 참여, 존엄, 보호 및 자기성취의 기본 원리 하에 ‘보호와 의

존’ 중심의 기존 관점에서 욕구에 기반을 둔 권리기반 접근방식으로 전환

되었다. 따라서 최근의 노인복지는 인권 및 권리를 강조하는 새로운 패러

다임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최근의 고령사회 복지정책 수립에 있어 OECD는 고령화를 생의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생애과정으로 이해하는 데에 동의하고 있으며, 사

회 정책에서는 ‘고령화’를 보다 긍정적인 방법으로 재정의 하고 있는데 

그 개념이 ‘활기찬 노후(active aging)’ 및 ‘성공적 노후(Successful 

Aging)’이다. 2002년 WHO의 ‘활기찬 노후: 정책의 틀(Active aging: a 

policy framework)’이라는 보고서에는 활기찬 노후를 고령화되어 감에 

따라 삶의 질(QOL)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건강, 사회참여, 및 안전에 

한 기회를 극 화하는 과정으로 정의내리고 있다(선우덕 외, 2012, 재인

용). 즉, ‘성공적인 노후’와 같은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는 ‘활기찬 노후’의 

개념은 일상생활에서 기능상 한계를 가지지 않는 자에게는 노동이나 자

원봉사와 같은 능동적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뜻한다. 

‘활기찬 노후(Active Aging)’ 및 ‘성공적인 노후(Successful Aging)’ 의 

개념은 노인 스스로를 ‘육체적 연약함’ 혹은 ‘장애(disability)’라는 이미

지로부터 분리하고자 노력하 다(Romo, et al., 2012). 즉, ‘육체적인 

연약’이나 ‘장애’를 예방하는 데에 보다 더 초점을 두고 이러한 개념들을 

설명하고자 하 다. 미국의 ‘국민건강계획 2020(Healthy People 

2020)’(2012)에서도 이러한 개념들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Romo, et 

al., 2012). 

그러나 노인분야의 ‘활기찬 노후’ 및 ‘성공적인 노후’가 지향하는 ‘육체

적 연약함’ 및 ‘장애’의 배제에도 불구하고, 노인들은 나이가 듦에 따라 

장애를 경험할 확률이 증가하기 때문에 건강한 노인들을 상으로 한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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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찬 노후 및 성공적인 노후의 개념은 전체 노인을 포함하지 못하는 한계

가 존재한다. 즉, 건강의 쇠퇴에도 불구하고 전생애주기관점(life course 

perspective)으로 자신의 심리·사회적 건강과 삶의 만족이 높은 수준을 

성공적 노화로 정의할 필요가 있다(Schultz & Heckhausen, 1996). 실

제로 최근의 연구들은 육체적인 연약함이나 장애를 경험하고 있는 노인

들의 경우 자신의 노후에 해 성공적이라고 생각하는 경향(Montross et 

al., 2006; Cernin et al., 2011)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최근의 ‘성공

적인 노후’ 및 ‘활기찬 노후’ 의 개념은 노인들이 고령으로서 자신들의 삶

에 적절히 적응하는 주관적인 과정으로 이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

다(Romo et al., 2012). 만일 일상생활의 기능상 한계를 가진 노인은 신

체적 기능의 제한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개발하고, 문제해결능

력을 향상시키고, 케어 및 적절한 지원을 통해 일상생활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노후의 삶에 적응해가는 것이 ‘활기찬 노후’ 및 

‘성공적인 노후’의 개념이다(Faulkner, 2001; 선우덕 외, 2012). 

따라서 ‘활기찬 노후’ 및 ‘성공적 노후’의 목적은 고령기의 노인 및 허

약노인, 장애노인을 모두 포함하는 상에게 기능의 제한을 극복하기 위

한 다양한 방법을 개발하고, 문제해결능력을 향상시키고, 케어 및 적절한 

지원을 통해 일상생활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노후의 

삶에 적응해가면서 건강수명의 연장 및 삶의 질 향상에 목적을 두고 있

다. 즉, ‘장애가 없는 상태’ 혹은 ‘육체적 연약함’이 없는 상태도 물론 중

요하지만, 고령자의 자율성과 자립성을 강조하고 친구, 직장동료, 이웃, 

가족구성원을 포함하는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의 

노인복지의 목적은 “Aging in Place”로 노인이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사

회에서 가능한 오래도록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유지하며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구본미,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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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 패러다임은 사람이 나이가 들고 약해지면 이에 따른 별도의 

시설로 거처를 옮기거나 노인전용 주택 혹은 은퇴마을 등에서 거주하여

야 한다는 생각에 기초하 다면, 최근에는 노년기를 생애주기의 연장선

으로 보고 자신이 살던 주택을 개조하거나 지역사회 내에서 복지서비스

를 활용하여 생활하는 것을 지향하는 지역사회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와 같은 추세는 노인이 개인적으로 경험하는 노화의 요소들에 초점을 

맞추던 시각에서 노인의 환경적 요소의 중요성을 강조한 삶의 질증 로 

초점이 이동하 다고 해석할 수 있다.

다. 공통된 패러다임의 변화: 지역사회 중심, 권리 중심, 삶의 질 

요약하면, 역사적으로 장애를 이해하는 종합적인 관점인 장애 패러다

임은 기존의 시설중심에서 ‘탈시설화’, ‘정상화’, ‘자립생활운동’ 등으로 

표하는 사회적 모델에 기인한 인권 패러다임으로 변화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시각의 변화는 장애인분야를 넘어서서 노인복지를 포함한 사회복

지의 기본원리들까지도 향을 미쳐, 1950년까지 시설수용의 주된 상

이었던 장애인 및 노인의 인간다운 삶의 질 증진은 당시의 ‘정상화’ 및 

‘탈시설화’ 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참여의 강화 및 사회통합의 개념으로 

발전하 다. 즉, 권리 중심의 패러다임의 변화에 기인한 이들의 삶의 질 

증진은 장애 및 노인분야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관찰되는 현상으로 정리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욕구 기반 서비스 제공을 

통한 삶의 질 증진에 있다. 이러한 삶의 질 개념은 장애인 및 노인의 생활

만족도, 행복감, 안녕감, 만족감으로 표현되기도 하고 개인의 기 와 충

족도에서 오는 생활전반의 이슈들을 모두 포괄하며, 이러한 개념은 장애

인 및 노인복지의 목표이자 동시에 복지 상태를 측정하는 중요한 요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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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 하다(백은령,노승현, 2012, 재인용).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경우, 20세기 중반 이후 의학기술의 발달에 

따른 평균수명 연장 및 노인인구의 증가 그리고 후기 고령인구의 증가에 

따른 장기요양에 한 욕구 및 수요는 증 되었다. 또한 노인복지지출에 

한 과중부담 및 세 간 형평성 등과 같은 논의와 더불어 공식적 보호서

비스인 입소시설에서의 서비스는 점차 지역사회 중심의 재가서비스로 발

전(탈시설화)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재가서비스로의 발전은 수요자 

측면의 서비스 제공에 한 시각의 변화를 가져왔다. 또한 수요자 중심의 

복지욕구에 응하기 위하여 급여의 다양화(소득보장, 주거정책, 의료보

장 시스템 등 사회보장제도와 연계해 인적 서비스로서 노인 장기요양제

도로 그 급여의 내용 확 )를 추구함에 따른 복지비용의 증가를 억제하기 

위하여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시설보호를 재가서비스로 체한 것으로 해

석할 수도 있다(차흥봉, 2007). 이러한 노인장기요양정책은 사회보장적 

측면에서 국가의 공공책임이 강조되고 있으며, 기존의 사회보장제도와 연

계해 노인장기요양제도를 운 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차흥봉, 2007). 

  3. 국제사회의 노력: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연계 강화 

가. 국제사회의 노력

전 세계적으로 고령인구의 증가는 21세기의 새로운 도전으로 인식되

고 있다(토론토 선언, 2011, 재인용).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간행한 

「2011년 세계 장애보고서」 와 「2011년 세계 보건 및 노화보고서

(Global Heath and Aging Report)」에 의하면 전 세계 60세 이상 인구

의 비율은 다른 연령집단 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향후 2050년에는 

전 세계 인구 중 15억 인구가 60세 이상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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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고령화의 이슈는 장애인구의 고령화를 야기할 뿐 아니라 고령에 

의한 장애 발병 위험을 증가시킨다. 또한 고령화는 고령인구의 당뇨, 심

장병, 정신 질환과 같은 만성 건강상태의 악화를 동반하므로 향후 장애관

련 이슈는 선진국 및 개발도상국가의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킬 것으로 예

측하고 있다(WHO, 2011). 따라서 국제사회에서는 이러한 고령인구의 

증가 및 고령으로 인해 야기되는 장애의 이슈가 선진국은 물론 개발도상

국의 연금제도 및 사회보장 제도에 타격을 줄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토론토 선언, 2011, 재인용). 

이 같은 고령화 및 장애 이슈에 한 논의는 UN의 2006년 「장애인 권

리협약」과 「2002년 마드리드 고령화 세계회의 선언」에 근거하며, 2006

년 6월의 「장애 및 고령화에 한 그라즈 선언(Graz Declaration on 

Disability and Aging)」 과 「린즈 선언(Linz Declaration)8)」 그리고 

2009년 3월 「바로셀로나 장기요양 및 지원에 관한 연계 지식 선언

(Barcelona Declaration on Bridging Knowledge in Long-term 

care and Support)」으로 발전되었고, 2011년 6월 「고령화와 장애에 관

한 연계 지식, 정책 및 이의 이행을 위한 선언(Toronto Declaration on 

Bridging Knowledge, Policy, and Practice in Aging and 

Disability)」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국제적 노력들은 인권과 장애에 한 

국제적인 지침에 근거하여 발전하 다(토론토 선언, 2011, 재인용).

바로셀로나선언(FICCDAT)에서는 고령화와 장애의 이슈에 응하기 

위한 원칙으로서 연계지식을 강조하 으며 이러한 논의는 2011년 토론

토 선언에서 보다 구체화되었다. 토론토 선언의 목적은 장애인과 이들을 

8) 「린즈 선언」은 2011년 오스트리아 린즈에서 개최되었으며,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 제공자 
유럽협회(EASPD: European Association of Service Provider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에서 고령화된 장애인(aging persons with disabilities)의 독립적인 생활
을 위한 실천전략을 논의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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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보는 가족, 그리고 고령인구를 지원하는 돌봄관련 종사자, 학계 그리고 

단체 등을 포함한 이해관계자들을 상으로 장애인의 고령화 이슈와 고

령화관련 장애인의 생산적 노화 및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실제적 네트

워크, 연구의 개발 및 노인과 장애관련 복지시스템을 위한 실행 및 응

방안 마련 및 연계 지식의 필요성을 인지시키기는 데에 두고 있다. 토론

토 선언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고령과 장애의 이슈에 한 

특성을 분석하고 이에 한 응방안을 제시하 는데, 최근의 돌봄 시스

템은 극심한 어려움에 한 단기돌봄(Acute care)보다는 만성적 돌봄 시

스템(chronic care system)으로 변화하고 있고, 만성적이고 이차적인 

성격의 장애 및 고령의 이슈들을 관리하고 예방해야 할 필요성이 증 되

고 있음을 강조하 다. 이에 건강관련 서비스 제공자 및 우리 사회는 이

들 장애노인의 욕구 및 필요에 응할 수 있도록 준비할 필요가 있으며, 

장기요양 및 고통 완화 케어(palliative care)는 물론이고 지역사회 중심

의 활기찬 노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정책들을 개발할 필요가 있

음을 제시하 다. 즉, 장애인과 노인이 이용하기 편한 서비스들을

(disability and age-friendly services) 개발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강

조하고 있다. 

또한 토론토 선언에서는 본 장에서 이미 살펴보았듯이, 장애와 노인분

야는 (1) 지역사회중심의 서비스 제공을 강조하고 (2) 인구집단의 욕구 및 

선호 그리고 (3) 패러다임의 전개에 있어서 공통된 특성들을 나타내고 있

음을 강조하고 있고, 이러한 공통된 기반아래 장애 및 노인분야의 ‘연계

(bridging)’를 강조하고 있다. 

‘연계’란 장애인, 이들의 가족, 그리고 노인들을 지원하고 돌봄을 제공

해 주는 분야, 조직, 그리고 이해당사자들과 관련 지식들을 나누고, 전달

하고, 협력하도록 하기 위한 다양한 개념, 작업, 기술 및 응방안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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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하고 있다. 연계작업(bridging tasks)은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나누

며, 협력하고, 평가하며, 역량을 강화시키고, 전달체계 및 관리, 재정 및 

정책들을 포함한 활동들을 포함한다. 따라서 이러한 연계의 궁극적 목적

은 장애인 및 노인을 위한 서비스의 효율성, 돌봄의 기회 평등, 개인의 욕

구 및 사회 전 분야에 걸친 통합과 지원을 위한 방법들을 개선하는 데에 

있다(토론토 선언, 2011, 재인용). 

토론토 선언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고령화와 장애의 이슈에 한 연

계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이를 위한 실천 분야를 제시하 는데, 그 내용은 

활기찬 고령화와 장애에 한 현 적 개념을 향한 공통기반을 강조하고 

고령화와 장애의 차이점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경험상의 유사성, 필요한 

지원, 서비스 및 정책을 강조하 다. 따라서 우리 사회는 노령화된 장애

인구와 노화과정 장애를 경험하고 있는 인구의 욕구에 응하여야 하며, 

이들의 2차 질환 및 징후, 그리고 만성병과 관련된 의료 및 복지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지속 가능한 정책을 고안하며 장애친화적 서비스와 환경

을 조성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 다(토론토 선언, 2011). 

나. 장애 및 노인 분야의 연계: 장기요양 정책과의 관계

이미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국제사회의 노력은 장애 및 노인분야의 연

계 강화에 있다. 이러한 연계의 핵심에는 ‘장기요양(Long term care)’제

도가 있다. 즉, 미국을 포함한 서구 주요국들에서 장애노인 관련 정책은 

장기요양정책안에서 포함되어 논의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이

들 국가의 장기요양정책의 주요 상은 ‘선천적, 후천적으로 상당한 정도

의 기능적 활동 능력(Functional capacity)의 제한으로 인해 지속적인 

기간에 걸쳐 제공되는 건강보호, 인적 보호 서비스, 그리고 사회서비

스’가 필요한 자(Kane & Kane, 2001)를 상으로 장기요양 서비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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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즉, 장기요양서비스는 노인과 장애인을 포함하여 

케어가 필요한 모든 연령계층의 보편적 욕구에 응하고 있다(Putnam, 

2007). 이러한 서구 주요국의 장기요양제도 내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는 

서비스의 성격에 따라 크게 (1) 보건의료 관련 서비스와 (2) 복지관련 서

비스로 구분할 수 있다. 보건의료 관련 서비스는 의사와 간호사 그리고 

재활치료사 등의 전문 의료 인력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와 보건교육, 건

강증진프로그램 등을 포함하기도 한다. 또한 장기요양 제도 내에서 제공

되는 복지관련 서비스는 각 나라마다 복지관련 서비스의 종류는 차이가 

있긴 하지만 신체적 접촉을 통한 일상생활의 지원과 같은 간병수발, 청소

와 식사준비, 세탁, 물건구입 등 가사지원서비스와 통근재활(주간보호), 

통근보호 등 재가보호서비스와 단기보호, 시설보호(주간/야간), 시설입주

보호, 장애인을 위한 시설입주 보호 등이 포함된다(최은  외, 2005). 전

통적으로 장기요양제도 내에서 의료서비스는 요양전문 시설에서 주로 이

루어지고, 복지관련 서비스는 지역사회내에서 제공되었으나 최근 지역사

회중심의 서비스 제공의 강조와 함께 다양한 의료서비스가 지역사회 내

에서 제공되도록 변화되고 있다.   

OECD 국가의 장기요양제도에 한 최근 트렌드를 살펴보면, 전 세계

적 인구 고령화에 따른 강기요양서비스 수요자의 증가로 공공지출의 증

가에 직면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들 국가들은 더 나은 질의 장

기요양서비스를 보다 저렴하게 공급하여 이용자들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

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인구의 고령화는 노인의료수요를 증

가시켰으며, 노인은 다른 연령층에 비해 약 4배에 달하는 의료비를 소요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Maddox, et al., 1995). 

특히 미국은 1980년 에 경기불황, 저성장, 고실업의 증가로 인한 경

제적 압박감을 느꼈기 때문에 의료보호에 한 정부지출을 억제시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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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노인보건정책의 방향을 지나치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시설이나 

병원보호의 안으로 재가보호로 그 방향을 설정하 다. 그러나 전통적

인 재가보호의 주부양자로서 가족의 기능은 현 화와 더불어 쇠퇴하여 

노인부양의 이슈는 점차 가족의 책임에서 정부의 역할로 전이되고 있는 

실정이다(이미애, 1998).

따라서 시설보호를 제외한 가정과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장기요양제공

을 위해서는 서비스의 다양화와 서비스의 적절한 혼합이 필요하며, 배우

자와 함께 사는 노인인구의 증가를 고려하여 가족 내에서의 비공식적인 

케어도 지속적인 중요한 자원임을 고려하여 이들을 위한 서비스 연계를 

고려하고 있다(이미애, 1998). 이렇듯 서구 선진국의 서비스 간 연계 노

력들은 각 나라의 ‘장기요양’정책과 관련이 깊다.

또한 서구 선진국의 장기요양정책의 주요 상은 초기 ADL 및 IADL

의 기능적 제한을 가지고 있는 신체적 제약이 있는 자(노인)를 중심으로 

발전하 으나 최근 치매와 같이 지적기능의 제한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제약을 경험하는 상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필요성이 부각되면서 미국 

및 독일을 포한한 부분의 유럽국가에서는 장기요양 정책의 상에 치

매환자와 같은 지적기능의 제한으로 인한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인정하고 

있는 추세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해외 선진국의 경우, 장애인정책에 있어 크

게 (1) ADL 및 IADL과 같은 신체적 기능손실에 의한 일상생활에 제한이 

있는 장애인과 (2) 지적능력에 제한을 가진 장애인 상 관련 법률과 재원 

그리고 서비스 전달체계가 구분되어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미국

장애인법(American Disability Act: ADA)」과 「발달장애인을 위한 조력 

및 권리보장법(Developmental Disabilities Assistance and Bill of 

Rights Act)」이 개별적으로 존재하고, 일본의 경우도 일본의 장애인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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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역사적 흐름은 신체장애, 지적장애, 정신장애의 3유형의 법체계로 정비

되어 발전되었다는 점이다. 이에 반해 한국의 경우, 우리나라의 장애인복

지정책은 「장애인복지법」에서 15개 장애유형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나, 지

적장애인을 포함한 발달장애인 관련 법률은 2013년 5월 「발달장애인법」

이 제정되었으나, 아직 관련 서비스 전달체계가 발전하지 못한 상황으로 

선진국과 차이가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발달장애인의 노화이슈에 

해서는 조금 구분하여 접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장기요양제도는 크게 (1) 노인장기요양제도와 (2) 장

애인활동지원제도로 나뉘어 있는 실정이다. 노인장기요양제도의 경우 

2007년 4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재정되면서 2008년 7월부터 노인장

기요양제도가 시행되었고,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노인장기요양제도의 

시행 약 3년 후(2011) 장애인활동지원법의 재정이후 시급하게 제도 시행

이 이루어지면서 장기요양의 큰 제도설계의 방향성 내에서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와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간 연계방안에 한 논의가 진행되기도 

하 으나(변용찬 외, 2010), 초기 투자되는 재정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현

행처럼 구분되어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조세방식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는 사회보험방식으로 운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경우, 제도의 초기 신체적 어려움이 

있는 노인들을 주된 노인장기요양제도의 상으로 삼다가 2014년부터 

치매환자가 노인장기요양제도의 상으로 포함되어 노인장기요양 상

자의 범위를 확 하는 추세에 있다. 따라서 장애인구의 고령화가 더욱 증

가하게 되면, 추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상과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상 간 구분이 더욱 어려워질 우려가 있으며, 제도 간 역할의 구분이 더

욱 혼란스러울 우려가 있어 이에 한 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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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미국의 장애노인 대상 서비스 연계 지원 현황 

본 장에서는 미국의 장애노인 관련 서비스지원에 해 구체적으로 살

펴보기 위하여, 미국의 장애노인 상 표적 통합 서비스인 ADRC의 발

전과정 및 기능, 서비스 내용 및 운용관련 현황 그리고 미국 내 몇 개 주

(state)의 구체적 사례들을 분석하여 살펴보았다. 

  1. ADRC의 발전과정 및 기능9)

가. ADRC의 필요성

많은 연구자들은 미국의 장기요양서비스(Long-Term Service and 

Support: 장기요양서비스)10)는 마치 미로를 헤매게 하는 것 같은 서비스

로 표현하기도 한다. 미국의 장기요양제도는 사회보장의 원리에 따라 메

디케어(Medicare)와 메디케이드(Medicaid), 그리고 미국노인법(Older 

American Act)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단일한 체계

를 통해 제공되기보다는 다양한 복지제도와 의료보장급여의 혼합된 형태

 9) 본 장은 O’shaughnessy(2010), Aging and Disability Resource Centers(ADRCs): 
Federal and State efforts to guide consumers through the long-term services 
and supports maze, National Health Policy Forum의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하 다.

10) 미국의 장기요양서비스의 상은 65세 이상과 모든 연령층의 장애인을 포함한다. 따라
서 장기요양서비스라고 해서 노인에 국한된 것이 아님을 주지하며 이해하여야 할 필요
가 있다. 

국외 장애노인 대상 서비스 
지원 현황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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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매우 복잡하다. 재가 및 지역사회 서비스 관련 

서비스제공자(전문가)를 상으로 실시한 최근 조사에서는 서비스 이용

상자들이 서비스 이용이 용이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의

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National health policy forum, 2011). 즉, 노

인이나 장애인에게 돌봄을 제공하는 종사자들조차도 장기요양서비스

(LTSS)의 프로그램의 종류 및 내용, 수급자격 등이 매우 다양하고, 까다

로워서 이해하기 어렵다고 이야기한다. 

특히 노화(aging)나 장애(disability)와 관련된 서비스는 노인이나 장

애인 본인 뿐 아니라 가족을 위해서도 매우 필요하지만, 부분의 사람들

은 어디에서 어떻게 어떠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조차도 알 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일례로, 병원치료를 더 이상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나 돌봄 

시설을 반드시 이용해야 하는 사람들, 혹은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고 집

에서 생활해야 하지만 스스로 돌봄이 불가능한 사람들은 이러한 어려움

으로 인하여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다. 또한 요양원이나 재활시설에서 생

활하던 사람들이 원가정으로 복귀해야 할 경우에는 지역사회 서비스를 

찾는데 더욱 큰 어려움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 

현재 미국의 지역사회 내에는 노인 및 장애인관련 다양한 유형의 서비

스가 서로 다른 서비스제공기관에 의해서 제공되고 있지만, 부분 서비

스 이용과정이 너무 복잡하거나 단편적인 경우가 많아 제공되는 서비스 

범주조차 제 로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많은 경우 접수와 

평가 등이 중복되는 이유로, 단일화되고 통합된 시스템을 통해 이용자의 

혼란을 줄이고 정보를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 

미국의 장기요양서비스(LTSS)에 쓰이는 정부지출은 2008년 1,910억 

달러를 넘었으며, 이는 미국의 돌봄과 관련한 개별 지출의 약 10% 정도

에 해당되고, 메이케이드 프로그램의 2/3에 해당하는 액수이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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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 한 금액의 정부지출의 효용성을 높이고 서비스의 이용자와 제공자들

에게 좀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정책입안가들은 더 나은 방

안을 찾기 위해 노력해 왔다. 

ADRC는 이러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통합시스템을 구축하여 보다 

효과적인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안된 연계지원서비스라 

할 수 있다. 이러한 ADRC는 주정부와 지방정부에서 중앙집중화된 데이

터를 사용․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이를 통해 평가 역시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 서비스나 프로그램의 질관리 및 자원운  등에 있어서도 

효과성을 높일 수 있다(김선자 외, 2006).

나. ADRC의 성장 배경

미국은 옴스테드 판결(The Olmstead decision)을 통해 장애를 가진 

개인에게 가장 적합한 형태의 통합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국가의 의

무라고 규정하 으며, 동시에 장애인이 겪는 합당하지 못한 소외 혹은 고

립 등은 「미국장애인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정부는 장애인이 필요한 서비스 제

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은 부시 행정부의 ‘뉴프리덤 계

획(New Freedom Initiative)’과 오바마 행정부의 ‘지역사회 생활 계획

(Community Living Initiative)’을 통해 정책의지로 표명되었다. 

부시행정부의 ‘뉴프리덤 계획’은 선택 시스템의 변화(Real Choice 

Systems Changes)를 통해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자신들의 삶을 계

획하는데 있어 욕구에 부합하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장애인이 통합된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도록 사회기반시설을 개발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안을 포함하 다. 더불어 오바마행정부의 ‘지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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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생활 계획’은 뉴프리덤 계획과 유사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나 기관 간 

파트너십, 시민권 강화 활동, 일상 서비스, 조사연구, 기술적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두 계획 모두 어떻게 장애인들

이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는 데에 있어 서비스를 스스로 선택하여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특별히 미국은 2009년 버락 오바마의 ‘지역사회생활계획’에 의해 기존

의 (1) 노인국(Administration of Aging)과 (2) 지적·발달장애인국

(Administration on Intellectual and Developmental Disabilities), 

(3) 장애인 및 노인정책 센터(Center for Disability and Aging Policy)

와 (4) 예산관리센터(Center for Management and Budget)들을 새로

운 조직인 지역사회국(Administration for Community Living: ACL) 

안으로 통합시켜 관련 사업들을 협력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조직

을 개편하 다. 

주정부 차원에서 지역사회국(ACL)은 보건복지부(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내에 존재하며, (1) 건강서비스부

(Department of Health Services; DHS), (2) 발달장애서비스부

(Department of Developmental Services; DDS), (3) 정신건강부

(Department of Mental Health; DMH), (4) 노인부(Department of 

Aging; CDA), (5) 재활부(Department of Rehabilitation; DoR)의 협

력에 의해 운용되고 있다. 이러한 협력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부분

의 장애인 및 노인 상의 주정부 프로그램은 주로 지역의 카운티 혹은 

지역의 관련 기관들을 통해서 관리되고 있기 때문이다. 

옴스테드 법원 결정이 있었던 1999년부터 ADRC가 설립되고 현재

에 이르기까지 ADRC의 발전과정과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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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ADRC의 설립 및 발전

연도 내  용

1999

- 옴스테드 법원 결정:
  각 주는 장애인들이 통합된 시스템 하에서 욕구와 필요를 합당하게 충족할 수 있

도록 각 종 서비스 및 프로그램 등 필요한 활동들을 관리․운 하도록 함

2001

- 부시 통령의 New Freedom Initiative:
  장애인들이 지역사회 생활에 있어 경험하는 장벽 없애기의 전국적 노력의 일환으

로 발표됨

- 실제적 선택 시스템 변화(Real Choice Systems Change) 지원금:
  RCSC지원금이 보건복지부(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의 

관할아래 지역사회 정착생활을 위해 지원되기 시작. 
  지원금은 재가 및 지역사회 서비스를 홍보하고 수요를 유도하기 위해 각 주의 장

기요양서비스(LTSS)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하기 위함

2003

- ADRC 개발지원금 배분:
  RCSC계획에 따라 ADRC개발을 위한 초기지원금이 12개 주에 배분됨. 

- ADRC Technical Assistance Exchange 설립: ADRC 기술지원교환센터가 설
립됨.

2006

- 미국노인국(노인국(AoA))의 ADRC설립 명시:
  미국「노인법」(Older Americans Act)에 노인국(AoA)는 모든 주에 ADRC를 설립

해야 한다고 규정함

2009

- 오바마 통령의 지역사회 정착의 해(Year of Community Living) 선언:
  오바마 통령이 ‘지역사회 정착의 해’를 선언, 
- 미 보건복지부(HHS)에서 ADRC의 내용을 포함한 지역사회정착계획
  (Community Living Initiative)을 발표

2010

- 환자보호 및 돌봄법(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
  PPACA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모든 회계연도에 ADRC 지원을 위해 
  100만달러(한화 약 10억원)를 책정함

ADRC 성장 과정을 살펴보면, 2003년부터 미국 노인국(US 

Administration on Aging: AoA)과 메디케어 및 메디컬 서비스센터

(Center for Medicare & Medical Services: CMS)의 공동협력 하에 

시작되었고 초창기 ADRC는 각 주에 연방지원금의 형태로 주어졌고, 

2004년 12개 주의 8개의 기관에서 ADRC 모델을 적용한 것을 시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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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에는 51개 주(State)의 386개 기관에서 ADRC서비스를 제공하

고 있다. 2011년 현재 ADRC 서비스는 전체 인구의 60%를 상으로 진

행되고 있다(ADRC technical assistance exchange, ppt 자료집, 

2011).  

〔그림 3-1〕 ADRC 설치 현황 (2011년 기준)

 

다. ADRC의 기능 및 형태

ADRC 서비스의 목적은 노인이나 장애인 개인 뿐 아니라 장애아동, 가

족부양자 및 미래의 장기요양 상자들이 장기요양서비스(LTSS) 및 관련 

서비스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인지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서비

스의 접근성을 향상시키도록 돕는 것이다. 

미국내 몇 개 주는 ADRC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제공되었던 연방지원금

을 연이어 지급 받기도 했는데, 이는 이전에 지원금을 받은 주는 특별 집

중 재정지원의 상이 되었기 때문에 초창기 지원금을 받은 주들은 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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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각 주의 하나 혹은 그 이상 지역에서 ADRC의 기본 기능들만을 

수행하고, 기본기능 외의 타 기능까지 포함하는 주는 부가적 재정지원금

이나 주의 보조지원금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을 채택하 다(김

선자 외, 2006, 재인용). 이러한 미국정부의 재정지원방식의 결정은 시간

이 지나면 모든 ADRC들이 다양한 측면에서 제 기능을 다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ADRC 서비스의 내용 및 운용 방식은 주

(state)별 그리고 같은 주라고 하더라도 지방정부(County)별로 지역사회

의 자원과 전문가의 관심 정도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존재한다. 

ADRC의 직원의 역할은 지역사회 내에 있는 장애인관련 서비스와 노

인관련 서비스 내용 및 정보를 충분히 인지하여, 각 사례별로 서비스 종

류와 지원 방식 등 관련 사항을 서비스 상자가 결정할 수 있도록 돕고, 

지역사회 내에서 재택서비스와 요양시설 및 장기요양서비스 이용과 같은 

서비스 접근성의 향상을 증진시키는 일을 포함한다(김선자 외, 2006, 재

인용). 

ADRC의 주요 파트너는 주 메디케이드(State Medicaid)와 장애 및 노

인 관련 서비스 기관, 그리고 주 건강보험 지원 프로그램(State Health 

Insurance Assistance Programs) 등이다. 이 같은 지역사회 파트너들

은 지역의 노인서비스 제공 기관과 장애인서비스 제공기관인 (장애인)자

립생활센터(IL), 공공과 민간의 노인 및 장애인 서비스 제공자들, 병원 퇴

원 설계사, 의사, 성인 보호서비스 제공자들, 주/카운티 메디케이드 프로

그램(state/county Medicaid Programs) 등이다. 이러한 파트너십은 

기관 간 합의와 연계 규정을 비롯하여 직원들의 공동 배치, 협력자금 제

공, 기관 간 직원 훈련, 공유 정보․기술․연계 시스템, 클라이언트 데이터 

공유, 합동 마케팅 및 파견 활동 등을 포함하며, ADRC는 이에 더하여 이

용자와 이용자 가족들을 위한 상담 역할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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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RC의 형태는 주별로 다양하게 운 되고 있는데, 부분의 주에서 

지방정부와의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전체적 감독과 지침은 주(state)에서 

제공하고 지방정부(county)의 독자성 하에서 운 되고 있다. 즉, 지방정

부의 사정에 따라 ADRC는 노인관련 기관이나 장애인관련 기관(IL: 

Independent living center)에서 그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ADRC는 

그 형태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노화와 장애 관련 정보에 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고, 서비스 접근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

적으로 센터의 기능을 표준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김선자 외, 

2006, 재인용). ADRC에 관한 노인국(AoA)과 메디케어 및 메디컬 서비

스센터(CMS)의 활동비전은 다음과 같다(김선자 외, 2006, 재인용). 

① 센터 뿐 아니라 공공/민간의 장기요양서비스(LTSS) 옵션에 해 일반인은 물
론 특히 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소외계층이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할 것

② 서비스에 관한 욕구가 있을 때 이용가능한 모든 장기요양서비스(LTSS) 옵션
에 관한 정보 및 상담을 제공할 것

③ 공적 장기요양 프로그램 및 메디케어(Medicare)의 수혜 상이 될 수 있는 
잠재적 상자들을 사정하여 지원할 것

④ 응급상황에 처한 개인이나 그 가족이 장기요양서비스(LTSS) 시스템에 안정
적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개별 사례관리를 이행할 것

⑤ 지역사회에 질병 예방, 건강 프로그램, 이동편익 서비스, 수입지원 프로그램 
등에 관한 정보 및 지원 사항에 관해 홍보할 것

⑥ 차후 장기요양서비스(LTSS)에 관심과 욕구를 가진 사람을 지원할 것
⑦ 모든 장기요양서비스(LTSS)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원스탑 쇼핑

(one-stop shopping)' 시스템을 보다 조직화, 간소화, 명확화 할 것

2006년에는 ADRC의 기능에 해 미국 「노인법」(Older American 

Act: OAA) 제102조 제4항에 명시하고, 이용자들에게 종합적인 접근이 

가능하도록 장기요양시스템의 핵심 역으로 설립되었다.



제3장 국외 장애노인 대상 서비스 지원 현황 89

① 제공가능하고 통합적인 장기적 돌봄에 한 정보를 포함하여 공공 및 민간 
장기요양 프로그램, 장기요양 옵션, 서비스 제공자 및 지역사회의 지원 가능 
자원 등에 한 일련의 정보들을 제공한다.

② 이용자의 개별적이고 특수한 욕구와 환경에 부응하는 장기요양 실현 계획에 
한 개별 상담을 실시한다.

③ 이용자가 받을 수 있는 서비스와 각 프로그램의 편리한 진입점 안내 등을 제
공하는 공공 장기요양에의 접근방법을 실천한다. 

또한 제202조 제8항 a에서는 각 주 노인국에 설치되어 있는 ADRC에

서 다음과 같은 기능을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① ADRC는 장기요양의 모든 옵션에 한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야 하
며, 이에는 시설 및 재가 지역사회 돌봄에 한 상세한 정보 역시 포함되어
야 한다.

② ADRC는 이용자들에게 이용자중심의 개별화된 도움을 제공해야 하며, 이는 
이용자 개인이 장기요양의 옵션을 잘 숙지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이다.

③ ADRC는 공적 장기요양 옵션에 한 종합적이고 간결하며 능률적인 접근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 이용자가 그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한 번의 초기상담 및 
사정으로 지원자격 등을 숙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④ ADRC는 이용자 개인이 장기요양의 욕구를 스스로 파악하여 미래를 위한 계
획을 미리 세울 수 있도록 돕는 기관이다.

⑤ ADRC는 주 건강보험 프로그램(the State Health Insurance Program)과 
협력하여 메디케어 혜택과 그 밖의 가능한 혜택을 숙지할 수 있도록, 그리고 
처방약과 건강 관련 예방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ADRC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은 주마다 차이가 있지만, 켈리포

니아의 ADRC의 경우, 노인과 장애인을 상으로 장기요양서비스(LTSS) 

옵션 및 민·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들을 모두 통합하여 다루고 있

어, ADRC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관련 정보는 장기요양서비스(LTSS)에 

국한되는 것만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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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RC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 중 하나는 주 메디케이드(the state 

Medicaid) 제공기관인데, 일반적으로 이 기관은 메디케이드 이용자의 

재정자격을 판단하는 역할을 하며, ADRC는 이 재정자격 판단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보고된 바에 따르면, ADRC의 76%가 메디케

이드 신청을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으며, 35%가 이용자의 자격여부를 가

리는 판정도구를 가지고 있다. 또한 3/4이상의 신청자가 다른 시스템의 

지원을 받을 때, 그들이 거쳐 온 지원자격의 조건 상황을 연속적으로 추

적할 수 있다. 

노인국(AoA)의 기술지원팀에 따르면, 11개 이상의 주에는 이용자들이 

장기요양서비스(LTSS)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모든 지역에 

ADRC 사무실을 두었으며, 4개 주에는 이용자 지원을 실시하고 있는 전

체 규모의 콜센터가 있다. 또한 29개 주가 주 전체 자원과 정보에 공식적

으로 접근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고, 13개 주는 유사한 규

모의 시스템을 개발 중에 있다. 서비스 연계 등과 같이 ADRC의 일부 기

능은 콜센터나 웹사이트를 통해 제공 가능하겠지만, 부분의 타 기능들

은 이용자 및 가족들과 면 면 상담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으며, ADRC 

직원들은 이러한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부분의 ADRC 프

로그램 직원들은 사례관리 담당자, 정보 및 서비스연계 전문가, 간호 사

례 관리자, 공적지원 상담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 ADRC 서비스 내용 및 운용관련 사항

가. ADRC 서비스 내용

ADRC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는 주로 전화나 인터넷 상담을 통한 장애 

및 노화 관련 정보를 제공해 주고, 관련 서비스와 연계해 주는 것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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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옵션 상담(Options Counseling)과 개인별 전환 지원

(person-centered transition support)과 같은 직접서비스의 제공을 

통한 통합적 복지서비스 제공을 꾀하고 있다. 이에 한 재정 지원의 주

기와 지원금의 유효성은 ADRC 기능의 다양성에 따라 달라진다. 

  1) 옵션 상담(Options Counseling: OP)

옵션 상담은 이용자의 욕구를 이해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이용

자가 장기요양서비스(LTSS)의 옵션에 해 이해하고 자신들의 욕구충족 

방안마련을 위한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

다. 다수의 ADRC에서는 옵션 상담을 장애와 노화 관련 정보 제공 및 연

계 기능의 연장으로 보고 원하는 이용자 누구에게나 제공한다. 그러나 일

부 ADRC의 옵션 상담은 간호기관의 입소허가를 받은 이용자 혹은 공공

가정이나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를 위해 이미 사정을 거친 이용자로 서비

스 상을 한정하기도 한다.

미국 노인국(AoA)에서는 옵션 상담 기능이 주마다 일정하게 형식화되

지 않고 다양하여 표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현재 각 주의 

옵션 상담(OP) 이용자들은 각기 다른 수준에서 다양한 형태와 질의 서비

스를 제공받는다. 즉, 상담원의 자격 기준과 훈련 조건이 프로그램마다 

다르며, 어떤 주에서는 사회복지학이나 간호학의 석사학위를 요구하기도 

하고 다른 주에서는 그보다 낮은 학위와 적은 경험으로도 옵션 상담원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노인국(AoA)으로부터 기금을 지원받은 주(state)들은 

이후 6개월 이내에 ADRC 옵션 상담 기능을 위한 주별 특화 표준을 개발

해야 하며, 지원 이후 일 년 이내에 이 표준들을 실행해야 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지원금을 받는 주들은 옵션상담과 관련 있는 정책과 옵션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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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기준 등을 개발하기 위한 절차를 표준화해야 하고, 고용된 직원들의 

교육과 주 내 옵션 상담 이용자의 서비스 추적 과정을 현실화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은 옵션상담에 한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기준을 만

들어내기 위함이며, 이러한 기준(국가기준)은 전국에 배치된 ADRC기관

들이 옵션 상담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가이드 역할을 한다. 또한 재

정지원을 통해 만든 옵션상담의 기준 및 표준은 어떤 이용자가 어떤 상황

에서 옵션 상담을 받을 수 있는지, 혹은 직원들의 고용 조건 및 요구 경력 

사항 등을 결정하는 데에 도움을 주고, 직원교육 및 직원 비율 등을 결정

하는 데에 도움을 준다. 

  2) 전환 지원(Transition Support)

과거에는 인간 중심 퇴원 계획과 관련된 지원이었던 전환지원

(transition support)는 옵션 상담과 마찬가지로 ADRC 기관 간 서비스 

형태 및 품질에 차이가 있는 서비스로 인식되고 있다. 2003년 ADRC가 

처음 시작했을 때의 재정자금은 ADRC의 주요 이용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양한 기관이나 단체들을 이용자와 연계해 주기 위해 병원 퇴

원 설계사 및 내과 병동, 그리고 요양원과 협업에 초점을 맞추고 진행되

었으나 이후 메디케어 및 메디컬 서비스센터(CMS)의 지원을 받은 주에서

는 병원 퇴원 이후의 계획 수립을 ADRC 전환 지원 기능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전환 지원이란 병원 퇴원이후의 계획수립 및 지원에 

필요한 서비스를 뜻한다 할 수 있다.  

회계연도 2008년과 2009년에는 메디케어 및 메디컬 서비스센터

(CMS) 지원을 받은 11개 주에 약 1천 3백만 달러를 지원하여 ADRC에

서 환자들과 그 가족들의 퇴원 이후 돌봄 계획을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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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같은 재정지원은 이용자의 퇴원 후 계획 체크리스트를 개발하고 

온라인 회의를 주최하기 위한 목적을 쓰인다. 또한 전자 연계 시스템 및 

환자 추적 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이용자가 전환 지원 코치를 받은 이후에

도 적절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메디케어 및 메디컬 서비스센터(CMS)의 병원 퇴원 계획 지원금은 지

역의 필요에 기반을 두어 어떠한 활동을 해야 할지를 주가 결정할 수 있

도록 하고 있으며, 2009년 ADRC 지원을 위한 노인국(AoA)안내문에서

는, 지원을 받고자 하는 주는 ADRC가 메디케어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

록 퇴원 계획 프로그램 및 내과와의 협업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고, 돌봄 

전환 서비스를 향상시켜 만성질병이 있는 개인이 불필요하게 다시 병원

입원을 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할 것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재정지원을 받는 주에서는 연방지원을 받는 돌봄 전환 프로그

램과 파트너십을 맺어 관련 역할을 수행해야 하고, 의료진과의 협력 증

를 위해 메디케어 및 메디컬 서비스센터(CMS)가 운 하는 서비스질 향상

기관(Quality Improvement Organizations: QIO) 및 증거 기반 돌봄 

전환 방안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야 한다. 

또한 메디케어 및 메디컬 서비스센터(CMS)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

한 기관 프로그램의 업무 기술서에는 14개 주의 서비스품질향상기관

(QIO)들은 돌봄 전환 프로젝트의 이행 노력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미 미국의 8개 주에서는 서비스품질향상기관 역의 서

비스가 ADRC 서비스 역과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역에서는 

ADRC가 QIO의 주 파트너로서 그 역할을 수행하여 개인 이용자들에게 

재가 및 지역사회 기반 장기요양 서비스 및 옵션 상담 등을 받을 수 있도

록 하고, 필요한 경우 돌봄 매니지먼트 직원과의 연결도 지원하고 있다. 

ADRC 기술 지원 교환(ADRC Technical Assistance Exchange)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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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르면, 2010년 5월을 기준으로 40개 주의 49개 ADRC 기관들이 돌봄 

전환 활동을 활발히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 계획 단계에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향후 모든 주에서는 이러한 역할을 수행할 ADRC기관들이 점점 더 

증가할 것이며, 그러한 센터의 운  여부는 지역 리더들의 능력과 주의 

지원, 그리고 가용 자원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3) 공적 프로그램의 수혜자격이 없는 이용자들에 대한 서비스

ADRC들 간의 또 다른 다양성은 공적 장기요양서비스(LTSS) 프로그램

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이용자들을 얼마나 지원할 수 있는가에 관련되어 

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모든 이용자들은 장기요

양서비스(LTSS) 시스템을 이용하기를 원하며, 정보 제공이나 서비스 연

계, 옵션 상담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받는다. 높은 소득수준의 가족에

게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서비스(LTSS) 옵션에 해 알게 해주는 일은 

개인 이용자들이 불필요한 시설입소를 막고, 개인의 재원을 전혀 쓰지 않

고 전적으로 메디케이드 서비스를 받는 일이 없도록 재정의 낭비를 막는

데에 일조하고 있으며, 이러한 역할은 ADRC가 하는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로 꼽힌다. 

높은 소득수준의 개인을 타깃으로 하는 서비스는 ADRC 시스템, 특히 

노인 및 (장애인)자립생활센터(IL), 그리고 저소득층의 노인과 성인 장애

인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타 기관 및 단체들에서 나타나는 비교적 최근

의 일이다. 그러나 ADRC가 직접 자산평가 및 미국 「노인법」에 따른 서

비스 이용료와 (장애인)자립생활센터(IL) 서비스 이용료를 책정하는 것 

등은 법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고소득층 인구는 노인과 (장애인)자립생활

센터(IL) 역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받고자 희망하는 반면, 부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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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제공기관들은 이러한 고소득층에게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운 하

거나 관련 전문가를 고용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소수의 몇 개 기관들

만이 서비스비용을 전적으로 지불할 경제적 능력이 있는 이용자들을 

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수준이다. 

2008년 노인서비스 관련 지역 제공 기관 전국 연합(the National 

Association of Area Agencies on Aging)이 실시한 한 조사에 의하면, 

약 28%의 지역제공기관들이 개인비용으로 서비스이용료를 지불하는 이

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거의 같은 비율에 해당하는 기관들

은 이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최근에는 몇 개의 기관들이 개인비용으로 서비스이용료를 지불하

는 이용자들에게 적어도 두 세 개의 서비스에 관해서는 단일 진입로

(Single point of entry) 역할을 하는데 진전을 보이고 있다. 2007년에

는 약 1/3정도의 조사 상 제공기관들이 개인비용으로 서비스이용료를 

지불하는 이용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반면, 2008년에는 거의 절반 정

도의 기관들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그 수가 점점 늘어

나고 있다. 

ADRC는 노인국(AoA)의 지원금 및 메디케어 및 메디컬 서비스센터

(CMS) 재량지원금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 그 서비스 상을 반드시 경제

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있는 사람들로 한정할 필요는 없다. ADRC들은 

Title III의 재정지원만 받지 않는다면, 자산평가와 서비스 이용료 등을 

금지하는 미국 「노인법」의 규정에 얽매이지 않아도 된다. 때문에 일부 

ADRC는 공식적으로 고소득층 이용자를 위한 서비스제공에 박차를 가하

고 있다. ADRC 기술 지원 교환 보고서에 따르면, 지원을 받는 ADRC 중 

절반 이상이 사실상 개인비용으로 서비스이용료를 지불하는 이용자들을 

타깃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용자들의 소득수준을 추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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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의 거의 절반 정도가 그들 이용자의 약 30%정도만이 저소득층

에 속한다고 밝혔다. 향후 ADRC기관들은 아직은 타깃의 상이 아닌 개

인비용으로 서비스이용료를 지불하는 이용자들이 ADRC의 서비스 프로

그램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기관 분위기와 환경을 변화시켜야 하고, 이에 

필요한 직원훈련과 마케팅 방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 동의하고 

있다.

나. ADRC 모델 및 다양한 기관 내 ADRC 기능 수행 방식

ADRC 초기에 각 주는 두 가지 ADRC 모델을 개발했다. 첫 번째 모델

은 ‘단일한 서비스 진입 접근법’으로서 통합/집중 시스템을 고려한 모델

을 개발하 다. 이 모델에서는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모든 서비스들이 하

나의 기관, 즉 서비스 단일 진입로를 통해 제공받게 되도록 하는데에 초

점을 두었으며, 이용자는 전화 혹은 방문으로 담당 기관의 직원으로부터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계획하 다. 반면에 두 번째 모델은 ‘적절

한 서비스 의뢰 접근법’으로서 합동/분산 시스템을 고려한 모델이라 할 

수 있다. 이 모델은 서비스 역에 포함된 여러 개의 기관이 공동으로 

ADRC의 역할을 수행한다. 즉, 여러 제공 기관들이 공동으로 필요한 서

비스를 제공하여 ‘원스톱 쇼핑(one-stop-shopping)'이 가능하도록 하

는 것에 강점을 두고 있다. 이처럼 합동/분산 모델은 소비자의 초기상담 

도구와 평가 절차에 있어 표준화된 방식을 따르며, 서비스 연계 방식에 

있어서도 공식적으로 합의된 형식을 따른다. 현재 몇 개의 ADRC 기관들

은 노인서비스제공을 위해서는 둘 중 한 모델을 따르고 성인장애인을 위

한 서비스에는 다른 모델을 따르는 방식으로 통합/집중 시스템과 합동/

분산 시스템의 혼합된 형태로 활용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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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미국 내 주(state)에서는 ADRC 기능을 (장애인)자립생활센터(IL)

의 기능에 맞도록 설치하거나 노인서비스 기능에 맞추어 설치하고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역의 노인서비스 담당 기관들은 그들의 서비

스 역 내에서 노인들을 위해 광범위한 계획과 서비스를 수행하고 있으

며, 자금제공자들은 정보제공 및 서비스 연계, 파견 서비스 등 다양한 재

가 서비스와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역 

내 (장애인)자립생활센터(IL)들은 1973년 재정된 재활법에 의해 설립된 

기관이며, 장애인을 위한 자립생활서비스 및 주요서비스인 정보제공과 

서비스 연계, 자립생활 기술훈련, 동료상담, 권리옹호를 위한 개별시스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처럼 ADRC 프로그램 디자인에 노인서

비스와 (장애인)자립생활센터(IL) 기능이라는 두 역의 역할을 모두 포

함시키는 경우는 노인과 모든 연령 의 장애인을 상으로 장기요양서비

스(LTSS)에 한 접근을 더욱 용이하게 하려는 목적이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미국 내 ADRC의 약 3/4은 그들의 서비스 역으로서 노인서비스를 

포함하고 있으며, 다수의 합동/분산 모델을 따르는 ADRC들은 지리적으

로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어 노인과 모든 연령의 장애인들을 위한 서비스 

및 자립생활서비스 모두를 수행할 수 있다. 소개된 두 개의 모델과 상관

없이 장기요양서비스(LTSS) 프로그램 간 행정적 파트너십과 협력체제는 

ADRC 성공의 열쇠라고 할 수 있다. 

다. ADRC 운용 자금

회계연도 2003년부터 2010년까지 노인국(AoA) 및 메디케어 및 메디

컬 서비스센터(CMS)는 약 1억 1천 1백만 달러(한화 약 1천백1억원11))를 

ADRC의 재량지원금으로 투자했다. 전체 연방지원금의 약 65%가 노인국



98 장애노인 대상의 통합적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책 방안

의 미국 「노인법」 지원을 위해 지원되었고, 약 35%가 메디케어 및 메디컬 

서비스센터(CMS)의 실제적 선택 시스템 변화(Real Choice System 

Change)를 위한 기금과 이 외 다른 목적의 기금으로 지원되고 있다. 

〈표 3-2〉 회계연도 2003에서 2010년까지의 ADRC 주 보조금 연방재정 

 

주: 1) * 노인국(AoA): Administration on Aging.
     2) **CMS: Centers for Medicare and Medicaid Services.
자료: O’shaughnessy, C., V.(2010, 재인용). Table 2. p.17.

노인국과 메디케어 및 메디컬 서비스센터(CMS) 지원금은 노인과 장애인 

관련 정보제공 및 연계, 방문상담, 접근 서비스 등을 수행할 의무가 있는 기

존의 제공기관 인프라 임금으로 사용된다. 아래 표에 나타나듯이, ADRC를 

위한 연방 재량지원금은 전체 ADRC 재정의 2%만을 차지할 뿐이며, 나머

11) 환율을 1,000원으로 계산 하 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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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미국 「노인법」에 의거한 공식적인 지원금 및 메디케이드 지원금이며 

주와 지역자원으로부터 출자된 실제적 재원이 부분을 차지한다. 

〔그림 3-2〕 ADRC 재정의 근원

자료: O’shaughnessy, C., V.(2010). Figure 1. p.17.

라. ADRC와 SPE(Single Points of Entry): 주 및 연방의 평가

 

일부 주들은 주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평가해왔으나, 연방의 평가 역

시 시행될 예정이다. 

  1) 주 평가의 효과

일부 주들은 그들의 단일진입로(Single point of entry: SPE) 시스템

에 해 평가연구를 실시하고, 몇 차례 이용자 만족도 및 이용자 접근성

을 높이는 시스템의 효과성에 한 조사를 실시하 다. 이에 한 결과

로, 워싱턴 및 미시간, 뉴햄프셔, 버몬트, 그리고 조지아의 ADRC 운  

분석에서는 높은 이용자 만족도가 나타났다. 만족도는 이용자의 제공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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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에 한 만족도와 접근성, 특수한 욕구와 선호도에 한 직원들의 반

응, 그리고 기타 항목 등으로 구성되어 조사되었다. 

워싱턴의 ADRC 서비스에 한 분석 내용에 따르면, ADRC기관이 이

용자접근을 위해 별도로 설계된 정책 및 절차가 개발되어 있다는 점이 두

드러졌고, 장기요양서비스(LTSS)에 한 이용자 욕구에 해 기능적․경
제적 평가를 담당하는 직원들을 함께 배치하고, 장기요양서비스(LTSS) 

스크리닝 과정의 품질 향상을 위한 방법을 활용하며, 신청이후 30일 이내 

서비스 제공 절차를 밟기 시작하는 등 일부 우수 프로그램 등을 소개하

다. ADRC 지지자들은 ADRC가 비용적인 측면에서 장기요양서비스

(LTSS)를 제공하는데 매우 효율적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예를 들면, 이용

자 평가 및 서비스 수혜 자격 결정, 시설 입소를 신할 수 있는 재가 및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를 효율화시키는 것이다. 

미시간의 ADRC에 한 의무적 주 평가(state evaluation)는 장기요

양서비스(LTSS)에 한 지금까지의 향평가 중 장기요양 서비스연결

(Long-Term Care Connection: LTCC)부분을 가장 엄격하게 보고 있

다. 본 평가는 LTCC 활동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을 지출 추세의 

변화에 주목한다. 연구자들은 미래에는 두 가지 정도의 이유에서 비용이 

절감될 수 있을 것이라고 추정한다. 첫째, 장기요양 서비스연결(LTCC)은 

메디케이드 간호시설 보호를 신청한 이용자들의 돌봄 수준을 결정하는데 

있어 그 정확도를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이며, 결과적으로 이는 메디

케이드 지원금을 받아 운 하는 간호보호 시설의 지원조건을 만족할만한 

이용자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보고한다. 둘째, 장기요양 서비스연결

(LTCC)은 이용자들이 간호보호시설에서 지역사회로 옮겨갈 때 메디케이

드 서비스를 받지 않도록 할 수도 있다고 보고한다. 즉, 최소한의 인원만

이 메디케이드의 지원을 받는 간호보호시설을 이용한다면, 결과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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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케이드 지원 비용을 줄이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따라서 평가자

들은 장기요양 서비스연결(LTCC)이 장기요양의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

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ADRC의 활용은 주(state)차원의 예산을 절약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어느 정도의 장기요양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노인과 

장애인들에게 한 층 높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

음을 보고하고 있다. 이같은 ADRC의 직접적인 비용효과를 정확히 산출

하기는 어려우나, 미시건주의 평가에서 제시된 것처럼 ADRC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와 그렇지 않은 주를 비교하면, 비용효과 측면에서 차이가 날 

것이라는 점은 확실한 것 같다. 

  2) 연방평가의 효과

앞으로 몇 년 동안 노인국은 복지부(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및 ADRC의 평가를 수행할 건강관리 관련 조사 기관

들과 협력관계를 수립하게 될 것이다. 평가는 준실험 설계(quasi-ex-

perimental design)법을 활용하여 5개에서 7개 정도의 주를 상으로 

수행될 것이며, ADRC를 가지고 있는 주와 가지고 있지 않은 주를 비교

샘플로 추출할 것이다. 이 평가의 목적은 장기요양서비스(LTSS) 및 지역

사회 서비스, 그리고 서비스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프로그램의 성격 등에 

관한 사람들의 전체적인 경험을 이해하는 것이다. 평가는 3년 동안 약 2

천 2백만 달러 정도의 예산을 사용할 계획이다. 

연방 평가에는 많은 문제들이 동반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러 가지 측면

에서 ADRC의 서비스 내용 및 성격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평가를 위한 

측정 자체가 매우 어려울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용자 만족도나 

서비스 접근의 측면에서는 ADRC를 가진 주와 그렇지 않은 주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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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그 향이 평가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또한 ADRC의 기능들은 

비교적 복잡하고 다양한 측면에서 주와 지역사회의 행정적 파트너십과 

협력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ADRC로부터 이루어지는 비용절감은 매우 

의미가 있을 것이며, 이는 전체적인 연방정책과 프로그램, 그리고 재정의 

측면에서 평가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3. 각 주의 ADRC 운영 사례 

가. 캘리포니아12)

캘리포니아의 ADRC는 개인의 선택과, 독립성, 자기의사결정 및 지역

사회 통합이라는 가치에 기반을 두고 있다. 본 가치는 장애와 장기질환을 

가진 모든 연령의 사람들을 상으로 지역사회 생활의 장애물을 제거하

기 위하여 국가적 노력인 2001년 레이건 정부의 “New Freedom 

Initiative”에서 제시된 바 있으며,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역사회선

택기금(Community Choice Grant)으로 지원되기 시작하 다. 지역사

회선택기금의 목적은 지역사회 중심의 서비스 접근성과 장기요양서비스 

개혁을 지원하는 지속가능한 인프라 구축을 포함하고 있다.

켈리포니아 ADRC의 초점은 장기요양서비스 시스템에 소비자 중심의 

연계를 위한 서비스진입문을 개발하고 이를 이행하는 것이다. 따라서 켈

리포니아 ADRC는 지역 사회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노인·장애인 및 돌

봄 제공자가 재가 및 요양시설의 장기요양서비스와 지원에 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고, 서비스 접근성을 확보하며, 관련된 지원을 포함한다. 

12) 본 절은 California Health & Human Service Agency(2011). Aging and 
Disability Resource Connection California Implementation Guide을 바탕으로 
작성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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켈리포니아 ADRC의 주요 활동은 다음과 같다. 

(1) 어떻게 현재의 정부 및 민간에서 지원되고 있는 서비스 과정이 간소화될 수 있는지 그
리고 장기요양 서비스 옵션에 한 소비자 정보 및 접근이 개선될 수 있는지를 분석

(2) ADRC의 기능을 최 화하기 위하여 홍보활동 수행
(3) 지역사회 자원들과 자발적인 파트너쉽을 맺고 이를 통하여 서비스 사각지 를 타겟화

한 서비스 제공 (특히 농촌지역을 상으로)
(4) 정보 접근성의 강화를 위하여 Network of Care 웹사이트를 활용
(5) 지역사회의 특정 의사 및 직원을 찾아서 파트너쉽을 통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장애·

노인들이 의료와 사회서비스 네트워크 간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의사들은 종
종 장기요양서비스에 하여 가족들에게 주요한 조언을 해주는 사람이며 환자들과 이
러한 연계를 구축할 시간적 여유가 별로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임)

캘리포니아의 보건복지서비스기관(California Health and Human 

Service Agency: CHHSA)은 캘리포니아 노인부(California 

Department of Aging) 및 재활부, 그리고 헬스케어 서비스부와 파트너

십을 맺고 기술적 지원과 연방 노인국 및 메디케어․메디케이드 센터로부

터의 지원금을 7개의 지역의 ADRC에 제공한다. 

캘리포니아 최초의 ADRC 사업 카운티는 리버사이드 및 오렌지, 샌프

란시스코, 샌디에고, 델노르트, 북 카운티 파트너십, 그리고 네바다 등이

다.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다른 주와 마찬가지로 캘리포니아주 역시 

ADRC 파트너십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지역 리더십과 장기요양서비스

(LTSS)가 필요한 모든 이용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새로운 비전을 제

시하는 것이다. 

ADRC 모델의 성공적인 실행은 전적으로 핵심 인물이나 표적 기관

과 같은 지역 리더십에 달려있다. ADRC 비전의 실행은 주요 제공자들 

사이의 파트너십을 만들고 키워나갈 지역 헬스 케어 및 지역사회 서비스

의 리더들을 소집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초기 단계의 목표는 제공기관들

이, 연령  및 장애 유형, 공적 혜택의 수혜자격 여부 등에 상관없이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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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ty ADRC Partner Organization

Orange County

County Operated Health System(CalOptima)

County office on Aging(AAA)

Dayle MacIntosh(Independent Living Center: ILC)

Riverside County
County Office On Aging(AAA)

Community Access Center(ILC)

San Francisco
City/County Department of Aging & Adult Services(AAA)

Resource Center of San Francisco (ILC)

San Diego
City/County Department of Aging & Adult Services(AAA)

Access to Independence (ILC)

Butte, Colusa, 
Glenn, Tehama & 
Plumas

PASSAGES (univeristy)

Independent Living of Northern California (ILC)

Nevada

FREED(ILC)

211 call center

Helpline (an AAA I&A call center)

Del Norte Area 1 Agency on Aging 

이용자들의 요청에 가장 먼저 응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이를 저해

하는 모든 장벽들을 허무는 것이다. 이용자 요청에 최초로 응 하는 기능

을 담당하는 기관들은 새로운 케이스를 발굴할 의무는 없으나, 어떠한 서

비스와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를 전체적 관점에서 알고 싶어 하는 이용자

들에게 지역사회가 어떻게 응해야 하는지에 해 계속적으로 고민해야 

한다. 캘리포니아의 선도적 역할을 하는 7개의 ADRC 소재 카운티 및 파

트너 기관들은 다음과 같다. 

〈표 3-3〉 ADRC 소재 카운티 및 파트너 기관

자료: California Health & Human Service Agency(2011). Aging and Disability Resource 
Connection California Implementation Guide. pp. 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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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프란시스코 ADRC의 새로운 파트너십은 기관들의 공통된 일과 의무

를 가질 때 가장 잘 형성된다고 보고된 바 있다. 즉, ADRC는 핵심적 역

할을 하는 하나의 기관보다 지역 노인서비스 기관(Area Agencies of 

Aging)과 (장애인)자립생활센터(IL)(Independent Living Center) 간의 

조화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결과적으로 ADRC는 개인  개인의 파트

너십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 으며, 이는 기관  기관의 파트너십 형성

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또한 샌디에고 지역의 ADRC는 그동안의 경험으로 미루어보아 ADRC

의 성공은 분명히 기관들의 파트너십과 지역사회의 자원 및 서비스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았다. 리버사이드 지역의 ADRC는 2010년에 방문서비스를 

실시하 으며, 돌봄인에 한 서비스 역시 제공되고 있다는 사실을 ADRC

를 통해 알릴 수 있었다고 보고하 다. 오렌지카운티의 ADRC는 교차훈련

의 중요성을 강조하 고, 이에 따라 각각 파트너 기관들은 그들만의 관점

과 경험을 다른 기관에 소개해 제공 기관 간 정보채널을 제공하고, 전문가

들 간의 의사소통을 통해 이용자들에게 더욱 적절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의 방법으로 활용하 다. 

 시간이 지나면서 ADRC 파트너십은 공통된 형태로 발전할 수 있는 아

이디어로서 성장하는 동시에 현실적인 변화의 결과물을 가져오기도 하

다. 그 변화의 일부는 센터의 내부적․과정적 변화이지만, 지원금이나 직원

을 포함한 자원의 재평가 등 주요 시스템의 개혁 혹은 개선에 관한 내용

이 많았다. 지역 ADRC팀은 어떠한 형태와 수준의 변화가 효율적인지 혹

은 그것이 지역사회에 필요한 것인지를 판단하여 행동하여야 함을 강조

하 으며, ADRC 자문단과 우수 기관들은 ADRC의 설계원칙이 매우 도

전적이라고 평가하기도 한다. 즉, ADRC의 각 원칙들은 모두 정보와 서

비스 지원에 한 이용자의 인식과 접근 향상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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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RC 설계 원칙

비전 및 리더십
-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기관 및 개별 이용자들은 지역 ADRC의 계획을 

가능하게 해야 함.

핵심 파트너십
- 지역 파트너십의 기본적인 구성요소는 I&A 콜센터 및 (장애인)자립생활

센터(IL) 등과 같은 핵심 파트너십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함.

이해당사자 참여

- 이용자 및 돌봄인, 현장서비스 제공자, 지지자, 지역 리더, 그리고 기타 
당사자들이 자문단의 일원으로서 ADRC 프로그램의 설계 및 운 , 평가
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함.

광범위한 
파견서비스 및 
교육

- 연령과 장애유형, 그리고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이용자를 위한 파견서비
스와 교육을 실시해야 함.

아래 표는 캘리포니아주의 ADRC 설계 원칙의 예이다. 또한 ADRC의 파

트너십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들은 ADRC의 핵심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운

․제공해야 한다. 

〈표 3-4〉 캘리포니아 주의 ADRC 설계 원칙

아래 표는 ADRC의 지역 파트너 기관인 콜센터가 어떻게 이용자의 다

급한 전화요청이나 방문요청 응 를 차별화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

를 제시한 것이다. 이 스크리닝 도표는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이용자가 

장기서비스와 지원이 필요하게 되었을 때 언제, 어떻게, 누가 이용자의 

욕구를 사정하고, 서비스의 목표를 설정하며, 어떻게 서비스를 지원할 것

인지를 계획하기 위함이다. 왼쪽부터 위급성과 중 성이 낮은 서비스부

터 오른쪽으로 갈수록 그 정도가 높아지는 서비스들이 배치되어 있으며, 

아래쪽에는 참고할 수 있는 간단한 예들이 제시되어 있어 스크리닝이 비

교적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작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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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위험도와 시급성에 기반한 욕구 사정 참고표

자료: California Health & Human Service Agency(2011). Aging and Disability Resource 
Connection California Implementation Guide. p.25.

캘리포니아 보건복지과(California Health and Human Service: 

CHHS)는 다른 모든 주 부서들과 함께 ADRC의 비전을 공유한다. 2011

년과 2012년에는 새로운 ADRC 기관에 한 주 지정 기준이 연방정부가 

지원하는 부담적정보험법(Affordable Care Act: ACA)이 옵션 상담의 

일부로서 개발․검토되었다. 같은 기간 동안 옵션 상담 서비스에 한 기준 

역시 개발․테스트 되었다. 앞으로 캘리포니아주는 캘리포니아 의료시스템

(Medi-Cal)의 개편 및 행정부의 헬스케어 및 지원서비스의 우선적 재정 

지원 등 ADRC와 관련된 다양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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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스콘신13)

위스콘신 ADRC 안내서에서는 모든 노인과 장애인들은 독특한 욕구와 

필요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하고, ADRC는 이러한 개인의 필요와 욕구 충

족을 위해 광범위한 정보와 기술을 필요로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위스콘신 ADRC는 소득과 상관없이 노인과 발달 및 신체 장애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며, 정보 제공 및 서비스 기관 연계, 지원 혜택 상담 등은 

정신장애 및 약물사용장애를 가진 이들에게도 제공된다. 위스콘신 

ADRC의 정보와 지원서비스는 개별화된 도움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ADRC에서 지원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 재가 개인 돌봄 서비스 및 간호 돌봄 서비스
∙ 가사 및 일상 서비스
∙ 집 개조 및 안전 관리
∙ 건강관리(건강한 라이프스타일, 만성질병이나 치매 등에 한 관리
∙ 돌봄인을 위한 임시위탁서비스
∙ 교통수단 제공
∙ 양관리 및 도시락 배달
∙ 노인 및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공급
∙ 도움 장치
∙ 도우미, 간호 돌봄, 기타 장기요양 서비스
∙ 경제적 지원(사회보장,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기타 지원 프로그램)
∙ 법적 지원(성년후견, 변호인 도움, 권리 옹호)
∙ 폭력 및 추행, 무시, 경제적 착취에 한 도움
∙ 정신건강, 알코올 및 마약 남용 등에 한 개입
∙ 고용 및 직업 서비스, 자원봉사 등

이 밖에도 요양원이나 기타 시설에 거주하는 사람은 지역사회 서비스 

13) 본 절은 State of Wisconsin Department of Health Services(2012), 2011 Status 
Report: Aging & Disability Resource Centers of Wisconsin 을 바탕으로 작성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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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지원, 주택 옵션 등에 해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ADRC

는 장기요양 기관에 있는 이용자들에게 정기적으로 파견 상담을 실시하

여 개별화된 정보와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2011년에 조사된 워싱턴 ADRC 이용자 접촉 빈도는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2010년 워싱턴 주 내 34개의 ADRC 기관들은(본 조사에 

포함된 ADRC의 개소 수) 344,661건의 요청에 응하여 상담을 실시하

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매달 평균 약 29,000건 정도의 상담이 이루어 졌

음을 의미하며, 2009년과 비교했을 때 12% 정도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

다. ADRC는 2007년 18개 개소로 시작하여 2010년에는 약 두 배 정도

로 늘어났으며, 이용자 상담은 2007년에 비해 약 5배로 증가하 다.

〔그림 3-4〕 2007년부터 2010년까지 ADRC에 접촉한 이용자 수

69,356 

216,085 

308,523 
344,661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상담횟수

 

자료: State of Wisconsin Department of Health Services(2012), Figure 1. p. 7

주중에는 상담을 위한 이용자 접촉이 약 20초당 1건 정도 이루어졌다. 

또한 2010년에는 총 527,474건의 ADRC 이용자 지원 활동이 이루어졌

으며, 이는 2009년에 비해 약 16% 정도 증가된 수치이다. 이 중 약 73%

가 정보제공 및 지원에 관한 활동이며, 후속조치 등의 활동이 다음 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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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했다. 후속조치 등의 활동은 상담 이후 이용자가 어떻게 서비스를 이

용하고 있는지, 받는 서비스가 이용자에게 적절한지, 기타 서비스의 연계

가 필요한지 등을 포함한다. 상담을 요청한 한 명의 이용자에게는 부분 

한 개 유형 이상의 서비스가 제공되었다.

〔그림 3-5〕 2009년 및 2010년의 서비스 제공 활동 수

0 50,000 100,000 150,00

정보제공(Info. and Assis.)

추후관리(Follow up)

옵션상담(Option Coun.)

공공장기요양(Access to Public Long-Term Care)

다른프로그램이나혜택으로서비스연계(Reffer. to other programs/benefits)

단기서비스협력(Short Term Coordination)

건강증진/예방(Health Promotion/prevention)

2010년 2009년

자료: State of Wisconsin Department of Health Services(2012), Figure 2, p. 7

2010년 한 해 동안만 37,932명의 이용자가 직접 상담 및 지원을 받았

으며, 이 외 다수의 이용자가 지원혜택 전문가들이 수행한 메디케어 등에 

관한 내용으로 한 워크샵에 참여했다. 2010년 ADRC를 통해 지원한 상

담과 서비스 지원 상을 살펴보면, 37,932명의 이용자 중 27,433명이 

노인이고 10,499명이 장애인이었다. 

ADRC의 직원들은 이같은 지원 수행을 위해 한 명당 한 번 이상의 상

담을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ADRC에서 일하는 장애혜택전문

상담가는 보호구역 내 거주하는 이용자들을 집중적으로 만나 상담하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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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이들은 락두플람보(Lack du Flambau) 내 그레이트레이크인터트라

이벌 위원회(Great Lake Inter-Tribal Council)을 통해 고용된 전문가

들이다. 이들은 2010년 방문 상담을 시작하여 71명의 위스콘신 보호구

역 거주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중 한 전문가는 청각장애인

협회( Office for the Deaf and Hard of Hearing)를 통해 고용되었는

데, 미국수화(American Sign Language)를 사용하는 이들을 방문 상담

하여, 2010년 61명의 이용자들에게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 다. 

ADRC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 중 지원혜택 전문가들은 사회보장국과 

같은 지역사회 제공기관의 직원들과도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방법으로 이용자들의 문제를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 해결하려고 

노력한다. 2011년에는 브라운 카운티와 웨스턴 위스콘신의 ADRC들이 

사회보장국 특수부(Special Recognition from the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SSA)로부터 지역사회의 사회보장 관련 기관들과의 협

력을 통해 이용자들의 서비스 지원에 크게 기여한 공로로 ’위스콘신 파트

너 상(Wisconsin Partner in Serve Award)’을 받기도 했다. 

위스콘신 ADRC 기관들은 요양시설에도 적극적으로 방문하여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정보 제공과 지역사회 내 서비스를 재배치한다. 지역사

회의 새로운 서비스에 관심이 많은 이용자들은 기관으로부터 ADRC기관

을 소개받아 본인들이 선택할 수 있는 옵션에 관해 상담한다. 12개월 이

상의 프로그램 과정에 총 5,791명의 요양원 거주자들이 ADRC에 연계되

어 지역사회 내 안서비스에 관해 상담을 받았으며, 이는 월평균 483건 

정도의 비율이다. 회계연도 2010에는 774명의 요양원 거주자들이 

ADRC를 통해 프로그램에 재등록하 으며, 지역사회 내 서비스로 재배

치되는 결과를 야기하 다. 

ADRC는 개인 이용자가 사적 예산으로 더욱 다양한 서비스를 받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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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때도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뿐 아니라, 이용자가 더 이상 자신이 필요

한 서비스에 한 비용을 지불하지 못할 형편에 처했을 때에도 재가서비

스가 가능한 장기요양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유일한 진입로 역할을 

한다. 만약 그 프로그램이 이미 만원 상태라면, ADRC는 개인과 가족들

이 장기요양 프로그램에 등록할 때까지 기본적 서비스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해준다. 부분의 이용자들이 자신의 집이나 가족들의 집에서 서비

스를 받고 싶어 하며, 요양원 등의 입소를 꺼린다. 실제로 약 75%에서 

84%의 이용자가 자신의 집이나 아파트, 그리고 가족의 집에서 서비스를 

받고 싶다고 응답했다. 

〔그림 3-6〕 현재 및 미래에 받기 원하는 장기요양 서비스

기타

요양원(Nursing Home)

원호생활(Assisted Living)

가족과함께(With Family)

아파트(Apartment)

집(Home)

6.0%

3.0%

10.0%

19.0%

23.0%

40.0%

9%

3%

14%

16%

21%

38%

향후거주희망(Like to Live) 현재거주(Live Now)

자료: State of Wisconsin Department of Health Services(2012), Figure 3. p. 9

또한 어떤 형태의 서비스와 지원, 혹은 도움을 받고 싶은지를 묻는 항

목에 치매가 없는 노인의 경우 일상 서비스(chore services), 개별 돌봄

(personal care), 원호 생활(assisted living) 순으로 답하 고, 치매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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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는 노인의 경우 원호 생활, 일상 서비스, 개별 돌봄 순으로 답하였다. 

〔그림 3-7〕 치매증상이 없는 노인의 경우

건강상태관련(Managing Health 
Condition)

교통수단(Transportation)

원호생활(Assisted Living)

개별돌봄(Personal Care)

일상서비스(Chore Services)

4.8%

12.0%

14.5%

30.1%

32.5%

자료: State of Wisconsin Department of Health Services(2012), Figure 4, p. 10

〔그림 3-8〕 치매증상이 있는 노인의 경우

요양원(Nursing Home)

정신건강서비스(Mental Health …

건강상태관련(Managing Health …

교통수단(Transportation)

개별돌봄(Personal Care)

일상서비스(Chore Services)

원호생활(Assisted Living)

5.3%

5.3%

5.3%

5.3%

15.8%

15.8%

21.1%

자료: State of Wisconsin Department of Health Services(2012), Figure 5, p.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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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에, 발달장애를 가진 이용자의 경우에는 교통수단

(transportation), 고용 서비스(employment), 개별 돌봄(personal 

care) 순으로 나타났고, 신체장애를 가진 이용자의 경우 일상 서비스, 개

별 돌봄, 교통수단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3-9〕 발달장애인의 경우

일상서비스(Chore Services)

원호생활(Assisted Living)

개별돌봄(Personal Care)

고용서비스(Employment)

교통수단(Transportation)

10.2%

12.2%

18.4%

20.4%

24.5%

자료: State of Wisconsin Department of Health Services(2012), Figure 6, p. 10

〔그림 3-10〕 신체장애인의 경우

장비/장구(Equipment)

원호생활(Assisted Living)

교통수단(Transportation)

개별돌봄(Personal Care)

일상서비스(Chore Services)

4.1%

11.2%

19.4%

31.9%

37.8%

자료: State of Wisconsin Department of Health Services(2012), Figure 7, p.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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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스콘신의 노인과 장애인구는 앞으로도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2010년 현재 위스콘신 인구의 약 13.7%가 65세 이상의 노인이다. 2035

년경에는 65세 이상의 위스콘신 인구는 약 22.3%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

상하고 있다. 2010년을 기준으로 위스콘신 거주 가정의 65세 이상의 노

인가구주 가정의 53.8%가 연 35,000달러 이하의 소득상태에 있으며, 약 

31%의 65세 이상 여성노인 및 17%의 65세 이상 남성노인이 일 년 혹은 

그 이상의 기간 동안 요양원에서 생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10

년을 기준으로 위스콘신에 거주하는 18세에서 64세까지 성인의 약 8.7%

는 장애를 한 개 이상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약 4.2%가 보행상

의 문제를, 약 3.7%가 인지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11〕 2010년 위스콘신의 65세 이상 노인의 분포

자료: State of Wisconsin Department of Health Services(2012), Figure 8, p.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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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 2035년 위스콘신의 65세 이상 노인의 분포

자료: State of Wisconsin Department of Health Services(2012), Figure 9, p. 11

미국인의 약 29%는 만성질환으로 인한 환자이거나 장애인, 연로한 가

족 혹은 친구를 일정 기간 동안 돌보고 있으며, 그 시간은 평균 주당 20

시간 이상이 된다. 2010년 한 해 동안 ADRC에 접촉한 사람들의 약 

29%는 가족이나 친구, 혹은 돌봄인들 이었다. 



제3장 국외 장애노인 대상 서비스 지원 현황 117

〔그림 3-13〕 2010년 ADRC를 찾은 이용자의 연령

자료: State of Wisconsin Department of Health Services(2012), Figure 10, p. 12

모든 연령 의 ADRC 이용자들은 장애로 인해 향을 받을 수 있는 이

들이다. 다음의 표는 2010년 ADRC를 찾은 이용자들의 장애 유형을 나

타낸 것이며, 한 개인은 한 개 이상의 장애를 중복으로 가지고 있을 수 있

다. 신체장애를 가진 이용자의 비율이 가장 높고, 정신장애 및 발달장애

가 다음 순으로 나타난다. 

〔그림 3-14〕 2010년 ADRC를 찾은 이용자들의 장애 유형

약물중독(Substance Use)

정신건강(Mental Illness)

발달장애(Developmental Disability)

신체장애(Physical Disability)

3.0%

21.0%

19.0%

57.0%

자료: State of Wisconsin Department of Health Services(2012), Figure 11, p.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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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들의 욕구를 이해하고 서비스 과정에 이용자를 참여시키는 것은 

ADRC의 발전과 프로그램 질 향상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2010년에는 

3,013명의 이용자들이 전문조사기관이 실시하는 두 개의 규모 조사인 

전화인터뷰에 참여했다. 85%의 응답자들이 전체적으로 ADRC에 해 

‘좋다 혹은 매우 좋다’라고 응답하 고, 같은 비율의 응답자들이 ‘ADRC 

서비스가 나에게 정말 유용했다’라고 답하 다. 또한 93%의 응답자들이 

‘ADRC를 다른 사람들에게 추천하고 싶다’고 했다. 가장 좋은 점은 무엇

이었는가라는 질문에, ‘고객 서비스가 매우 도움이 되었으며, 친절했을 

뿐 아니라 빨리 이루어 졌다’가 가장 많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얻을 수 

있었다’ 및 ‘지원 가능한 정보와 자원을 얻을 수 있었다’가 각각 다음 순

위를 차지했다.

〔그림 3-15〕 ADRC 서비스의 가장 훌륭한 점

집에서독립적생활가능
(Stay independent, in home)

필요한경우갈수있는사람이있음
(Have someone to go to when needed)

정보와자원을얻을수있음
(Getting information on resources …

필요한도움을얻을수있음
(Getting help that was needed)

고객서비스도움됨, 친절함, 빠름
(Customer service, helpful, friendly, …

7.7%

9.7%

28.6%

29.5%

32.2%

자료: State of Wisconsin Department of Health Services(2012), Figure 12, p.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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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위스콘신 ADRC는 30.2백만달러(72%)의 주예산과 11.6백만

달러(28%)의 메디케이드 연방예산을 매칭하여 지원받았다. 지원금은 지

원할 예상 인구 크기와 그에 소요되는 예산을 감안하여 개별 ADRC 기관

에 개별적으로 배분되었다.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의 ADRC들은 최소한

의 연간 예산을 배정받고 이후 추가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 다. 주

와 연방 지원금은 ADRC의 직원인 트라이벌 노화․장애 자원 전문가

(Tribal Aging and Disability Resource Specialists)에게 지급되며, 

이들은 정보제공 및 서비스 지원, 옵션 상담, 특히 보호구역 거주자 지원

을 전문으로 한다. 주와 연방 지원금은 또한 트라이벌 장애 혜택 전문가

(Tribal Disability Benefit Specialists)들에게 지급되기도 한다. 아래 

표는 ADRC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출된 금액을 서비스 유형별로 나타낸 

것이다. 정보 제공 및 서비스 지원에 가장 많은 지원금이 쓰 고, 옵션 상

담 및 가족 돌봄 등이 그 다음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3-16〕 서비스 유형별로 살펴본 ADRC 지출 현황

자료: State of Wisconsin Department of Health Services(2012), Figure 16, p.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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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매인14)

매인 주는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Medicare and 

Medicaid Service Center)와 노인국(AoA)으로 부터 초기 ADRC 확장

을 위해 지원을 받았다. 매인 주의 ADRC 지원금은 2003년 10월에 시작

되어 2006년까지 3년간 메디케어․메디케이드 서비스와 노인국(AoA)으

로부터 매인 주 노인서비스 부서로 지원되었다. 다른 주와 마찬가지로, 

매인 주 ADRC 프로젝트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모

든 노인과 성인장애인, 그리고 그 가족들이 장기요양서비스(LTSS)에 

해 더 많이 알 수 있게 하고 서비스에 한 접근을 향상시키는 데에 있었

다. 매인 주 ADRC는 원래 “No Wrong Door" 전략 모델로서 지원받았

는데, 이는 지역의 여러 관련 기관들이 지역사회 자원과 지원에 해 웹

기반을 기초로 관련된 정보에 접근하는 방식을 뜻한다. 즉, “No Wrong 

Door" 전략 모델은 장애인과 노인이 지역사회의 어떤 기관(노인기관 혹

은 장애인관련 기관 등)을 가더라도 자신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에 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접근을 뜻한다. 

이 전략은 매인 주의 옴스테드 워크 그룹(OlmStead Work Group)의 

추천으로 선택 되었는데, 이는 매인 주의 지형과 낮은 인구밀도를 감안했

을 때 물리적 지형만을 고려하는 단일모델은 힘들다고 판단했기 때문이

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모든 소득층의 주민들이 지역 정보와 자원에의 

접근을 확장하여, 공적 지원을 받는 재가 및 지역사회 서비스 프로그램의 

사정과 스크리닝이 가능하게 되었다. Bath-Brunswick 및 Bangor, 그

리고 Franklin 카운티의 지역 협력은 지역 기관들이 어떻게 조직화하고 

중복된 업무를 줄이며, 각 개별 기관을 효율적으로 연결하여 장기요양서

14) 본 절은 Richards.& Olsen (2008)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작성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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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LTSS)가 필요한 모든 연령 와 소득계층의 성인들에 한 정보와 

자원을 공유하는지를 모범적으로 보여준 예라 할 수 있다. 

매인 주 ADRC 평가는 핵심 이해당사자들과 함께 이용자 만족도 조사 

및 인터뷰의 방법으로 이행되었고, Muskie School of Public Service

가 설문지를 설계하고 조사 및 분석을 수행하 다. 분석은 가시성/신뢰성 

및 효율성, 민감성, 효과성의 4 개 주요 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조사결과를 요약해 보면, 가시성과 신뢰성 역에는 정보의 원천 및 서

비스 만족도, 그리고 서비스가 다른 사람들에게 추천할 만한가에 한 질

문을 포함하 다. ADRC기관 이용자 중 설문에 응답했던 약 69%가 여성

이었으며, 응답자의 약 12%가 60세 미만이었다. 또한 약 77%의 응답자

가 자신의 문제를 상담하기 위해, 약 10%의 응답자가 부모님을 신하

여, 그리고 약 9%의 응답자가 친척을 신하여 ADRC에 접촉하 다. 

매인 주의 세 개 ADRC들은 노인 관련 제공기관이다. 이 중 한 개소가 

성인장애인 및 노년 이전 비장애 성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별히 흥

미로운 점은 ADRC를 접촉한 사람이 자신의 문제 해결하기 위해 혹은 자

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문제 해결하기 위해 ADRC에 접촉했다는 것이다. 

이는 많은 수의 젊은이들이 자신의 노인친척 등을 위해 ADRC에 접촉했

음을 의미이며, 실제로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이용자의 약 54%가 70세 

이상으로 나타났다. 이는 ADRC가 젊은이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

야 하는 숙제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표 3-5〉 ADRC에 접촉한 이용자들의 연령대

연령대 18세 이하 18 ~ 59 60 ~ 69 70 ~ 79 79세 이상 기 타

응답자 
비율

0% 12% 34% 28% 26% 1%

자료: Richards.& Olsen (2008), Table 2, p.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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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RC를 접촉한 이용자들의 장애유형에 한 질문에는 1개 이상의 답

이 가능하다고 안내한 후 조사를 실시하 다. 아래 그림과 같이 약 37%

의 이용자가 신체장애를 가졌다고 답하 고, 약 11%가 기타 장애, 약 9%

가 알츠하이머 혹은 치매, 그리고 약 8%가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답

하 다. 기타 장애로는 당뇨, 뇌졸중, 감각 장애 등이라고 답하 다. 

〔그림 3-17〕 이용자들의 장애 유형

신체장애(Physical Disability)

발달장애(Developmental Disability)

정신장애(Mental Health Need)

뇌손상(Brain Injury)

중독(Addiction)

알츠하이머, 치매(Alzheimer's or other …

기타장애(Other disability)

37.0%

2.0%

8.0%

3.0%

1.0%

9.0%

11.0%

자료: Richards.& Olsen (2008), Figure 2, p. 4

각각의 ADRC 기관은 기관 고유의 마케팅전략을 세우고 지역사회의 

이용자들과 접촉한다. 한 기관은 서비스 품질 평가 회의를 기획하여 그들 

기관의 인지도를 높이는데 성공하 고, 세 기관 모두 브로슈어 및 신문, 

유인물 등을 제작하여 배포하 다. 

메인 주 ADRC 소비자 조사에 의하면, 친구나 이웃, 그리고 친척이나 

전문가 혹은 전문 기관들로부터 ADRC에 해 소개받아 알게 되었다고 

답한 이용자가 가장 많았고, 약 9%의 이용자들만이 신문 등을 통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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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RC를 알게 되었다고 응답하 다. 이는 타 제공기관들과의 연계가 

ADRC를 홍보하는데 있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점을 보여주며, 

ADRC의 존재 자체를 지인과 전문가 등으로부터 전해 듣는다는 것은 각 

기관의 고객서비스가 ADRC의 이미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는 사실을 알게 해주는 부분이다. 

〔그림 3-18〕 ADRC를 알게 된 경위

신문
(In the local newspaper)

ADRC 웹사이트
(On the ADRC website)

친구, 이웃혹은친척
(From a friend, neighbor or …

타지역서비스기관
(From another community …

기타(Other)

잘모름
(Do not Remember/Unsure)

9.0%

2.0%

18.0%

23.0%

10.0%

자료: Richards.& Olsen (2008), Figure 3, p. 5

효율성의 역에서는 정보와 서비스에 한 접근 등에 관한 질문으로 

조사되었다. 응답자의 약 96%가 ‘ADRC에 접촉했을 때 필요한 부분에 

한 응답과 반응이 신속하게 이루어졌다’고 답하 다. 

〈표 3-6〉 ADRC에 접촉했을 당시 필요에 대한 대응의 신속성

신속성 매우 신속했다 비교적 신속했다
신속하지 
않았다

전화한 적이 
없다

응답자 비율 72% 24% 4% 9%

자료: Richards.& Olsen (2008), Table 6, p.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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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통화 신 메시지를 남긴 경우 약 55%의 이용자가 메시지를 남긴 

당일 응답전화를 받았다고 하 다. 그러나 약 31% 정도는 응답전화를 받

는데 1일에서 3일 정도 소요되었다고 답하 으며, 일주일이 지난 이후 응

답전화를 받았다고 답한 이용자도 2%정도로 나타났다. 

〈표 3-7〉 메시지 이후 응답전화를 받을 때까지의 소요시간

소요시간
한 시간 

내
당일 3일 내

해당 주 
내

1주 
이상

기억 
안남

매세지 
남기지 
않음

응답자 
비율

13% 42% 31% 6% 2% 6% 38%

자료: Richards.& Olsen (2008), Table 7, p. 7

또한 ADRC 사무실에서 기다린 시간이 10분 혹은 그 이하인 경우라고 

답한 이용자가 약 82%정도이며, 10분에서 20분 정도라고 답한 응답자도 

약 14%정도이다. 

〈표 3-8〉 ADRC 사무실에서 기다린 시간

기다린 시간 5~10분 10~20 분 20분 이상 기억 안남 방문하지 않음

응답자 비율 82% 14% 1% 4% 53%

자료: Richards.& Olsen (2008), Table 8, p. 8

민감성에 한 조사는 매우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부분의 응답자

(97%)가 전화나 방문 시에 응 하는 상담사가 매우 성의 있는 태도를 보

여주었으며, 자신의 의견을 존중해 주었다고 답하 다. 또한 상담사들은 

자신들이 알고 싶어 하는 점에 해 전문적이고 풍부한 지식을 가지고 있

어 매우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했다. 응답자의 약 48%가 타 기관으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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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가 필요했으며, 이들의 약 84%가 ADRC의 타 기관 연계가 만족스러

웠다고 답하 다. 

〈표 3-9〉 상담의 효율성 및 타 기관과의 연계

예 아니오 잘 모르겠음

ADRC로부터 받은 정보가 도움이 되었나요? 86%  5%  9%

서비스제공을 위해 타 기관과의 연계가 
이루어졌나요?

48% 47%  5%

타 기관과의 연계에 만족하시나요? 84% 6% 10%

자료: Richards.& Olsen (2008). Table 9, p. 9

서비스 신청과 관련해서는, ADRC에 접촉하여 서비스 제공을 요청한 

264명의 응답자 중 약 61%는 서비스신청이 생각보다 쉬웠다고 답하

고, 약 35%가 예상한 정도 다고 답하 으며, 약 4%가 생각보다 어려웠

다고 답하 다. 

〔그림 3-19〕 서비스 신청의 어려움

예상보다어려움
(Harder than I 

expected)
4%

예상한정도
(About what I 

expected)
35%예상보다쉬움

(Easier than I 
expected)

61%

자료: Richards.& Olsen (2008), Figure 4, p.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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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일본의 장애노인 대상 정책 및 서비스 지원 현황 

일본의 복지정책은 미국과 달리 장애인과 노인 모두를 포괄하는 특화 

서비스의 접근방식으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분석의 틀이 미국의 

ADRC분석과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일본의 경우도 미국의 경우와 흡

사하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분담이 명확하고, 지방자치단체별로 

장애인과 노인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이 다양하기 때문에 장애노인

이 어디에 거주하느냐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에 차이가 있다. 

일본의 정책은 다양한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정책과 유사한 점이 많다. 

특히나 복지정책의 수립에 있어 장애인과 노인을 서비스 상별로 구분

하고 있고, 서비스 상별 서비스와 전달체계가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일

본의 장애노인 상 복지서비스 제공현황을 살펴보는 일은 매우 의미 있

는 일이라 할 것이다. 

  1. 일본의 고령자 복지와 장애인 복지

 

가. 고령자복지15) 

일본의 고령자에 한 홈헬프서비스나 복지시설이용 등 구체적인 서비

스의 부분은 2000년에 도입된 개호보험제도에서 커버하고 있다. 일본

은 『개호보험법』에 따라 고령자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개호의 

필요성이나 필요량에 한 인정(요개호인정)을 받아야 하며, 시정촌이 그 

업무를 맡고 있다. 이 같은 개호보험제도는 이미 일본 국민생활에 정착되

15) 일본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에서 인용
    http://www.shakyo.or.jp/seido/kourei.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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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으며, 이용자수 또한 증가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개호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문제와 치매 고령자의 증가에 한 응과 같은 다

양한 과제를 안고 있다. 

이에 일본정부는 고령자의 치매 예방에 초점을 두고 치매예방 서비스

의 확충이나 치매 고령자에 한 서비스를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제도 개

정에 한 재검토를 진행해 오고 있다. 또한 개호보험제도의 안정적인 운

의 관점에서 급부의 적정화나 중점화를 위한 논의도 함께 진행되고 있

다. 일본은 개호보험 이외에 『노인보건법』이나 『복지용구법』등 다양한 

법률이나 제도가 고령자의 지역생활을 지원하고 있고 있기 때문에 이들 

법령의 재정비도 함께 진행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치매 고령자의 권리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성년후견인제도나 사회복지협의회의 

‘일상생활자립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고령자학  방지, 노인질병

의 조기 발견, 독거노인 지원 방법 등 새로운 사회문제에 한 응으로

서 지역사회 전체가 노인들을 지원하는 ‘사사에 아이(=서로도와 주기)’를 

중요한 고령자복지의 핵심가치로 여기고 있다. 

나. 장애인복지16)

일본의 장애인복지 시책과 노인복지 시책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역

사적으로 명확하게 분리되어 발전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장애인복지서

비스는 1946년에 성립된 『생활보호법』에서 다루어졌으며, 구호시설에 

관한 시스템에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후 1949년에는 『신체장해

자복지법』이 재정되었는데 이 법은 상이군인인 신체장애인을 주 상으

16) 일본사회복지사협의회홈페이지에서 인용
    http://www.shakyo.or.jp/seido/shougai.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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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하 으며, 1960년에는 『정신박약자복지법』이 재정되었고, 본 법은 오

늘날의 『지적장애인복지법』의 기초가 되었다. 1949년에는 의료중심의 

시책인 『정신위생법』을 근간으로 하여 정신장애인에 한 지원을 시작하

으며, 본 법은 1993년에 『정신보건복지법』으로 개정되어 정신장애

역이 복지에 포함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 다. 

일본의 장애인복지의 역사적 흐름은 신체장애, 지적장애, 정신장애의 

3유형의 법체계로 정비되어 발전되었으며, 이러한 결과로 장애인복지는 

장애유형별로 중심 제도의 기반이 정비되었지만, 제도간의 격차나 제도

의 사각지 가 발생할 수 있는 한계가 있음은 부정할 수 없다. 

  

다. 사회복지 기초개혁으로 인한 사회복지제도의 변화

 

일본의 복지정책은 해를 거듭할수록 복지 상의 증가를 야기하 고, 

복지서비스의 다양화와 함께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경제부

흥을 통해 국민들의 생활스타일 또한 변화되기 시작하면서 제도의 기반

이 되는 이념의 변화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이것을 계기로 사회복지기

초구조개혁이 실시되었다. 이러한 개혁은 1990년  중·후반부터 ‘사회

복지기초구조개혁’의 준비로 시작되었으며, 2000년 6월에 ‘시설에서 지

역으로’라는 구호를 가지고 ‘사회복지기초구조개혁’이 실시되었다. 

본 개혁은 현실적으로 임박해온 초고령사회의 준비를 위해 사회복지의 

공통기반을 만들어내는 것을 목적으로, 모든 국민이 개인이 익숙하게 살

아온 지역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가지고 인간답게 자립생활을 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삼았다. 

이러한 개혁의 기본이념은 같은 해 6월 『사회복지법』 개정으로 이어졌

으며, 사회복지의 근간을 형성한 복지육법(福祉六法)17)전체가 개정되는 



제3장 국외 장애노인 대상 서비스 지원 현황 129

계기를 마련하 다. 이러한 개혁으로 인해 2000년에는 노인의 『개호보

호법』이, 2003년과 2006년에는 장애인의 ‘지원비제도’와 『장애인자립지

원법』이 제‧개정되었다. 그 외에도 사회복지사업, 사회복지법인, 조치제

도18) 등의 법체계가 전반적으로 재검토되기 시작하 다. 

라. 개호보험우선의 원칙 (장애인복지서비스와 노인복지서비스의 관계)

앞서 설명하 듯이, 일본의 복지정책은 노인, 장애인과 같이 복지 상

별로 구분·개별화되어 있다. 개호보험의 주된 상은 65세 이상 노인이

며, 65세 이상의 장애인, 즉 65세 이상의 장애노인은 개호를 필요로 하는 

상태 또는 지원을 필요로 하는 상태일 경우 혹은 신체나 정신상의 장애가 

노령으로 인해 심해지는 심신상의 변화로 장애가 심해졌을 경우, 요개호

인정을 받아 『개호보험법』의 규정에 따라 보험급부를 받을 수 있다. 

이때에 자립지원급부 즉 장애인복지서비스를 받고 있었던 부분에 해

서는 법률 제7조의 법령의 조정규정에 따라 개호보험을 우선하여 받도록 

한다. 그러므로 개호보험의 상자인 장애인이 장애인복지서비스 이용신

청을 했을 경우에는 개별 케이스별로 조사하여, 개호보험서비스만으로 

부족할 경우에는 개호보험 담당과나 해당 수급자의 거택개호지원사업자

와 함께 필요에 따른 적절한 급여의 지급결정을 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개호보험은 장애인자립지원급부보다 우선해야하기 때문에 

개호보험 서비스 이용이 가능할 경우에는 개호보험 서비스 이용을 우선

하도록 하고 있다. 즉, 서비스의 내용이나 기능부분에서 장애인복지서비

17) 『아동복지법』(1947년), 『신체장해자복지법』(1949년), 『생활보호법』(1950년), 『정신박약
자복지법』(1960년), 『지적장애인복지법』으로 1998년 개정), 『노인복지법』(1963년), 『모
자복지법』(1964년), 『모자 및 과부복지법』으로 1981년 개정)을 복지육법이라고 한다. 

18) 행정시스템에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지를 결정하며, 서비스 적격성을 인정받았을 
때 법령에 따라 서비스 시작과 종료를 정하여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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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에 해당하는 개호보험서비스가 있을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개호보험서

비스를 우선적으로 받아야 한다19). 

이러한 『장애인복지법』과 『개호보험법』의 관계는 2013년 『장애인종

합지원법』(이하, 종합지원법)의 명칭 변경 이후에도 적용되고 있다. 즉  

『장애인종합지원법』 제72조에 의해 규정되어 있다(이하 “개호 보험우선 

원칙”)(2013년3월30일 개정)에 따르면, 일본의 65세 이상의 장애인은 

“개호보험우선원칙”에 의해 개호보험적용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후생노동성은 2007년 3월에 “『장애인 자립 지원법』에 근거한 자

립 지원 급부와 개호보험 제도의 적용 관계 등”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통

보했다 (이하 “적용관계 등 의 통지”). 그 내용은 「개호보험 우선원칙」을 

기본으로 해야 하지만, 장애가 있는 사람의 “심신의 상태나 서비스 이용

을 필요로 하는 이유는 다양한데, 개호보험 서비스를 일률적으로 우선시

하여 장애인에게 필요한 서비스의 지원 여부를 간단하게 판단하는 것은 

곤란하기 때문에 장애복지서비스의 종류나 이용자의 상황에 따라 해당 

서비스에 상당 하는 개호보험 서비스를 판단하되, 개호보험 서비스를 우

선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이하 "장애고려사항 

"). 다시 말하면, 개호보험제도의 우선 적용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장애인

복지서비스의 지급이 적절한 경우에는 자립지원급부를 적용하는 또는 양 

제도를 병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적용관계 등의 통지”의 “장애배

려사항”이 모든 시정촌에 공통적으로 해석되어 제도나 지원이 동일한 수

준으로 실시되고 있다고 말하기 어렵다. 시정촌에 따라 해석하는 것과 실

질적인 지원에 차이가 있다. 

따라서 장애인의 생활과 소득수준이 같더라도 살고 있는 시정촌이 다

19) 厚生労働省, 障害者自立支援法にもとづく自立支援給付と介護保険制度との適用関係などにつ
いて,障企発0330第4号. 障障発0330第11号 인용, 障企発0330第4号, 障障発0330第11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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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경우에는 지원받는 복지서비스나 개호서비스의 선택 이용에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20).  

  2. 일본의 장애노인 인구현황

가. 일본의 총 인구현황

일본의 65세 이상 고령자 인구는 1970년 에 7%를 약간 넘었으며, 

1994년에는 그 배인 14%를 넘어섰으며 현재 계속해서 상승 중에 있다. 

2013년 현재는 24.1%를 차지하고 있다. 일본의 총인구는 2012년 10월 

1일 현재 1억 2,725만 명이며, 이중 65세 이상의 고령자 인구는 3,079

만명(전년도 2,975만명)으로, 총인구에서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율(고령

화 비율)은 24.1%(전년도 23.3%)를 차지하고 있다. 

65세 이상의 고령자 인구를 남녀비율로 보면 남성은 1,318만명, 여성

은 1,762만 명이다. 또한 이중 65세에서 74세의 인구는 1,560만명(남성 

738만명, 여성 823만명)으로 총인구의 12.2%이며, 75세 이상 인구는 

1,516만 명으로 총인구의 11.9%를 차지하고 있다. 

20) 西村直, 2014, 介護保険優先原則による利用者への影響調査の結果에서 인용,  
    http://www.kyosaren.com/aboutKyosa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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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0〉 일본의 고령화 현황
(단위: 만명, %)

총수 남 여

인구

총인구 12,752 6,203 6,549

총 고령자인구(65세 이상) 3.079 1,318 1,762

65세~74세 인구(전기고령자) 1,560 738 823

75세 이상 인구(후기고령자) 1,519 580 939

구성
비율

총인구 100.0 100.0 100.0

총고령자인구(고령화층) 24.1 21.2 26.9

65세~ 74세 인구 12.2 11.9 12.6

75세이상 인구 11.9 9.4 13.3

자료: 総無省「人口統計」（2012.10.1.), 高齢者社会白書, 2013, p.2 재구성

2012년 현재 일본의 국민 2.6명은 고령노인 1명을 돌보고 있는 상황

이며, 향후 2060년에는 국민 1.3명이 고령 노인 1명을 돌봐야 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나. 장애노인 현황

앞서 설명하 듯이, 일본의 장애인정책은 법률체계의 발전과 함께 크

게 신체장애인과 지적장애인 그리고 정신장애인으로 구분된다. 2013년 

현재, 일본의 신체장애인은 393만 7천명, 지적장애인은 74만1천명, 정

신장애인은 320만1천명 수준이다. 일본의 고령장애인 규모를 살펴보기 

위해 장애유형별·연령별 현황을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신체장애인

전체 신체장애인 393.7만 명 중 재가 신체장애인은 386.4만 명으로 

나타났다. 재가 신체장애인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18세 미만이 7.3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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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18세 이상 65세미만 111.1만명(28.8%), 65세 이상이 265.5만

명(68.7%)로 나타났으며, 연령 불명은 2.5만명(0.6%)로 나타났다. 즉, 일

본의 신체장애인 중 65세 이상 장애노인의 규모는 전체 재가 신체장애인 

중 68.7%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1년 현재 일본의 총 인구 중 65세 이상의 인구 비율(고령화 비율)

은 23.3%이지만 신체장애인의 경우는 3배 이상이 고령으로 들어서고 있

어 비장애인구에 비해 장애인구의 고령화는 뚜렷한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다. 

재가 신체장애인 중 65세 이상의 비율을 살펴보면, 1970년 약 30%정

도가 고령이었으나, 2011년 약 70% 까지 증가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신

체장애인의 비율을 인구 천명 당으로 보면 60세 후반에 1000명당 58.3

명이 장애를 경험하고 있으며, 70세 이상은 1000명당 94.9명이 장애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연령이 증가할수록 신체장애인 비

율이 높은 것은 인구 고령화와 함께 신체장애인 수가 향후에도 증가 할 

것임을 예측하게 한다. 

〈표 3-11〉 재가신체장애인 현황 

총 0~17세 18~64세
65세 이상 

(70세 이상)
불명

386.4만명
(100%)

7.3만명
(1.9%)

111.1만명
(28.8%)

265.5만명
(68.7%)

2.5만명
(0.6%)

자료：厚生労働省「身体障害児・者実態調査」「生活のしづらさなどに関する調査」（2011), 障害者白
書,(2014) ｐ.29, 재구성

  2) 지적장애인

일본의 지적장애인 규모는 전체 74만 1천명이고, 이중 재가 지적장애

인은 62.2만명(100%)으로 나타났다. 이들 재가 지적장애인을 연령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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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보면 18세미만이 15.2천명(24.4%), 18세 이상 65세 미만 40.8만명

(65.6%), 65세 이상 5.8만명(9.3%), 연령불명이 0.4만명(0.6%)로 나타

났다. 신체장애인과 비교할 때 18세 미만의 비율이 높은 반면, 65세 이상

의 비율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지적장애인 중 65세 이상의 비율 추이를 보면 2000년부터 2011년까

지 11년 동안 2.8%에서 9.3%로 크게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지적

장애는 주로 발달기에 나타나는 것으로 발달기 이후에 지적장애가 생기

는 경우는 많지 않기 때문에 신체장애의 경우와 같이 인구 고령화의 향

을 크게 받지는 않으나 기존 지적장애인의 고령화가 꾸준히 지속되고 있

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3-12〉 재가지적장애인 현황 

총 0~17세 18~65세 65세 이상 불명

62.2만명
(100%)

15.2만명
(24.4%)

40.8만명
(65.6%)

5.8만명
(9.3%)

0.4만명
(0.6%)

자료： 厚生労働省「身体障害児・者実態調査」「生活のしづらさなどに関する調査」（2011), 障害者白書 (2014) ｐ.29, 
재구성

  3) 정신장애인

일본의 정신장애인은 320만 1천 명 정도이고, 이 중 지역에서 생활하

는 정신장애인은 287.8만 명으로 나타났다. 이들 재가 정신장애인을 연

령별로 살펴보면, 20세미만이 17.6만명(6.1%), 20세 이상 65세 미만 

172.4만명(59.9%), 65세 이상이 97.4만명(33.8%), 연령불명이 0.4만명

(0.2%)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령 분포는 2011년의 고령화 비율인 

23.3%와 비교했을 때 높은 수준으로 볼 수 있다. 65세 이상의 비율 추이

를 살펴보면, 2005년부터 2011년까지의 6년간 65세 이상의 비율은 

28.6%에서 33.8%로 상승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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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3〉 외래재가정신장애인 현황 

총 20세 미만 20~65세 65세 이상 불명

287.8만명
(100%)

17.6만명
(6.1%)

172.4만명
(59.9%)

97.4만명
(33.8%)

0.4만명
(0.2%)

자료: 厚生労働省「患者調査」より厚生労働省社会・援護局障害保険福祉部作成（2011）, 障害者白書
(2014), ｐ.30, 재구성

  3. 지역사회 내 장애노인 지원 시스템

 

가. 지역생활지원거점(2017년 시행 예정)

현재 일본에서는 장애인의 탈시설과 지역사회로의 통합을 위한 지역지

원서비스의 정비를 위해 ‘지역생활지원거점’을 준비 중에 있다. 지역생활

지원거점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는 주로 상담(시설에서 지역으로의 탈시

설, 부모로부터의 자립), 체험의 기회와 자립생활 장소의 제공(자립생활

체험홈, 그룹홈 등), 긴급한 경우에 거주할 곳과 긴급 상황에 한 응

(단기거주서비스의 이변성, 응력 향상 등), 전문성 확보(인재 확보 및 

양성, 시설간 연  등), 지역사회내 지원체계 만들기(서비스거점, 코디네

이터의 배치 등)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본정부는 2017년부터 각 시정촌 또는 각 권역에 적어도 한 곳 이상

의 지역생활지원거점 설립을 목표로 준비 작업을 시행중에 있다. 지역생

활지원거점은 각 지역내에서 현재 장애인을 상으로 지원하고 있는 각

종 서비스를 집약시키고, 그룹홈과 장애인지원시설을 함께 지원하는 것

을 포함하고 있다. 즉 그룹홈과 장애인지원시설을 지역 안에 두어, 지역

사회에서 장애인이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지역생활지원거점의 

발상이기도 한다. 

이 때 도도부현의 역할은 시정촌에서 실시하는 서비스와 사업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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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예를 들면 시설입소 지원 및 이용자수 통계 등)과 지도 감독을 맡는

다. 즉, 각 시정촌에서 지역생활지원거점을 관리하게 되는데, 도도부현의 

역할은 장애인의 고령화, 중증화, 부모사망 후에 나타나는 장애인이 안고 

있는 문제들에 해서 어떤 식으로 응하고 지원해야 할 것인가를 결정

하고 실행하는 것이다. 개인에 한 지원은 장애인 개인, 즉 서비스 이용

자의 욕구, 기존 장애인복지서비스 지원현황 파악, 기관 간 상담지원센터

의 설치 유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21). 

〔그림 3-20〕 지역생활지원거점 구상도

자료: 厚生労働省(2014)，社会保障審議会障害者部会発表資料

21) 厚生労働省ホームページ，社会保障新議会障害者部会発表資料、
http://www.fukushihoken.metro.tokyo.jp/shougai/shougai_shisaku/shougai_kyogi/
dai7ki/senmonbukai1.files/260722_12.pdf#search='%E5%9C%B0%E5%9F%9F%E
9%9A%9C%E5%AE%B3%E8%80%85%E7%94%9F%E6%B4%BB%E6%94%AF%E6%8F%
B4%E6%8B%A0%E7%82%B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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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하면, 장애노인을 위한 일본의 정책은 지역생활지원거점을 통

해 장애인은 물론 장애노인의 지역생활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진행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지역생활거점은 구체적인 사업이 아닌 지

역공동체의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역생활

지원거점의 특징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지원 뿐 아니라 소규모 거주시설 

이용자나 그룹홈 이용자를 모두 포괄하는 것으로, 소규모 거주시설의 설

치를 지역사회에 두어야 한다는 원칙을 실행에 옮기는 작업이다. 또한 기

존에 지역사회에서 지원하고 있던 서비스를 활용함으로서 새로운 시스템 

정비보다는 기존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는 형태로 해석할 수 있다. 일본정

부는 이러한 지역생활지원거점을 3년간의 시범사업을 거처 2017년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나. 장애노인을 지원하는 지역사회 지지기반

  1) 고령자 지역포괄지원사업

장애노인을 포함한 표적인 고령자 상 서비스는 지역포괄지원센터

라고 볼 수 있다. 지역포괄지원사업은 2006년 『개호보험법』 개정으로 만

들어졌으며, 2008년 4월부터 전국에 설치되었다. 지역포괄지원센터는 

시정촌이 설치주체가 되어 보건사, 사회복지사, 주임 개호지원전문원 등

을 배치하고 있으며, 3분야 전문가의 팀 접근방식을 통해 주민의 건강 유

지 및 생활의 안정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보건의료의 향상 및 복지의 증진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목

적으로 하는 곳이다(『개호보험법』 제115조46제1). 현재 노인과 고령자

들이 부분 이곳을 통해 서비스를 지원받고 있으며, 고령자의 생활을 유



138 장애노인 대상의 통합적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책 방안

지시켜 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센터는 전국에 4,328개소가 있으며, 지사와 지부를 포함하면 7,072개

소가 있다. 지역포괄지원센터의 설치주체는 직 이 약 30%, 위탁이 70%

로 설치주체로서 위탁 수행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22). 센터 운 은 민

간위탁 운 방식이며, 상근인력은 사회복지사, 보건사 및 주임 개호지원

전문원이 의무적으로 배치되어 있다. 이들은 주로 이용자 종합상담지원 

업무를 하고 있으며 이외에 권리옹호업무, 개호 예방케어메니지먼트 업

무 등 다면적(다양한 제도를 활용하여 지원하는)지원과 포괄적‧지속적인 

지원업무를 하고 있다. 특히 케어매니지먼트 사업은 케어메니저의 역량

을 높이기 위한 연수를 실시하고 있으며, 매니저의 경력을 고려하여 다양

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지역포괄센터의 주요업무는 개호예방지원 및 포괄지원사업(① 

개호예방 케어메니지먼트 업무, ② 종합상담지원업무, ③ 권리옹호업무, 

④ 포괄적‧지속적 케어메니지먼트 지원업무)으로 제도를 넘나드는 연 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22) 厚生労働省ホームページ，2013年度老健事業「地域包括支援センターにおける実務実態に関
する調査研究報告書」, 2013年4月，
http://www.mri.co.jp/project_related/hansen/uploadfiles/h23_03.pdf#search='
%E8%80%81%E5%81%A5%E4%BA%8B%E6%A5%AD%E3%80%8C%E5%9C%B0%E5
%9F%9F%E5%8C%85%E6%8B%AC%E6%94%AF%E6%8F%B4%E3%82%BB%E3%83%
B3%E3%82%BF%E3%83%BC%E3%81%AB%E3%81%8A%E3%81%91%E3%82%8B%E
5%AE%9F%E5%8B%99%E5%AE%9F%E6%85%8B%E3%81%AB%E9%96%A2%E3%81
%99%E3%82%8B%E8%AA%BF%E6%9F%BB%E7%A0%94%E7%A9%B6%E5%A0%B1%
E5%91%8A%E6%9B%B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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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 고령자 지역포괄지원센터

자료: 厚生労働省(2014)，地域包括支援センターの業務

  2) 지역생활지원사업(地域生活支援事業)

지역생활지원사업은 장애인 및 장애아동이 자립적인 일상생활 또는 사

회생활을 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되는 사업으로, 

지역의 특성이나 이용자의 상황과 욕구를 고려하여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사업을 실시한다. 즉, 지역생활지원사업은 장애인 및 장애아동

의 복지 증진을 도모함과 동시에 장애 유무에 상관없이 국민이 서로 인격

과 개성을 존중하고 안전한 생활을 위할 수 있는 지역사회의 실현을 목

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실시 주체인 시정촌의 유연한 처를 통해 사업

을 효율적으로 운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지역생활지원사업의 주요사업은 장애에 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연

구, 계발사업, 장애인이나 그 가족, 지역주민이 자발적으로 실시하는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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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에 한 지원, 장애인이나 장애아동의 보호자 등에 한 상담 지원과 

동시에 필요한 정보 제공, 성년후견제도의 이용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성년후견제도에서의 법적후견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연수 실시, 수화

통역자 파견, 일상생활용구의 지원(급부 또는 급여), 수화봉사원 양성, 장

애인의 이동 지원 및 장애인 등 의 창작활동 기회 제공 등을 필수사업으

로 하며, 각 시정촌의 판단에 따라 자립적인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위하기 위해 실시하는 모든 사업을 포괄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업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목적 부분에 해당하는 지역사회의 

공생을 실현하기 위한 사회적 장벽의 제거를 위한 노력으로, 지역사회에 

강하게 요구하는 지역의 자발적인 지원, 성년후견제도의 이용촉진 및 의

사소통지원의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23). 

 

23) 厚生労働省ホームページ，2014，地域生活支援事業　
http://www.pref.miyagi.jp/uploaded/attachment/90259.pdf#search='%E9%9A%9
C%E5%AE%B3%E8%80%85%E5%9C%B0%E5%9F%9F%E6%94%AF%E6%8F%B4%E4%
BA%8B%E6%A5%AD%E3%81%A8%E3%81%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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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 지역생활지원사업

자료: 厚生労働省(2014)，地域生活支援事業

지역생활지원사업 중 장애인 지역활동지원센터는 『장애인자립지원법』

을 바탕으로, 장애로 인해 일할 수 없는 장애인들의 주간 활동을 지원하는 

복지시설이다. 장애인 지역활동지원센터는 그 목적에 따라 1형, 2형, 3형

으로 운 되고 있다. 1형은 정신보건복지사 등 전문직원을 배치하여 창조

활동이나 생산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와 교류를 위한 각종 프로그

램 실시, 자원봉사자 양성 등 다양한 사업과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2형은 목욕서비스나, 식사의 제공, 기능훈련 개호방법의 지도 혹은 레

크레이션을 실시하는 사업을 말한다. 3형은 예전의 소규모보호작업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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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일상생활지원사업(日常生活支援事業）

일상생활자립지원사업은 치매 고령자나 장애(정신장애, 지적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의 판단능력이 부족하여 지역에서 생활하는데 지원이 필요

하거나 지역내 자립생활을 준비 중인 사람에게 복지서비스의 이용 절차

나 생활비 관리, 연금증서 등 중요한 서류 보관 등을 지원하여 지역생활

을 잘 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뜻한다. 본 사업은 치매에 한 

의사의 진단이나, 요육수첩(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보건복지수첩의 유

무에 상관없이 이용이 가능하다. 또한 현재 시설이나 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람이라도 퇴소(퇴원)예정인 사람은 이용이 가능하다. 

이 사업의 주체는 각 도도부현 지정도시 사회복지협의회(사회복지법

인)이며, 이용자는 계약체결 후에 이용가능하다. 그러므로 복지서비스 사

업을 제공받기 위해서는 판단능력(원조내용의 이해력)이 필요한데, 판단

능력이 떨어질 경우에는 성년후견인을 지정한 이후에 이용가능하다. 다

만 성년후견인을 선임할 경우에는 별도의 심사가 필요하다. 

서비스 내용은 복지서비스 이용 지원, 복지 지원에 한 불만 해결제도

의 이용 지원, 주택개조, 주택임 차 등 일상생활에서의 계약 및 주민표 

제출 등에 관한 지원을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예금입출금, 예금해지, 장

애인의 생활비 관리(금전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정기적 가정방문 실시 등 

이다. 

서비스는 먼저 상담을 받게 되면 지역센터(지역의 사회복지협의회)의 

‘자립생활지원전문원’이 방문하여, 이용자에게 이용 가능한 서비스에 

한 내용을 설명하고 생활지원계획을 세운다. 그리고 이 생활지원계획을 

토 로 계약을 하고, 계획에 따라 시정촌마다 등록되어 있는 생활지원인

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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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지원사업 지역(고령자)포괄지원사업 일상생활지원사업

대
상

장애인, 장애아
개호보험 상 고령자
케어플랜. 직활필수.
준공무.

판단능력이 불충분한 사람
(치매고령자,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장애인등록수
첩을 필요로 하지는 않음.

목
적

지역의 특성이나 이용자의 
상황에 맞는 서비스 실시

2006년부터 시작함. 고
령자종합상담, 권리옹호
나 지역의 지원체계확립, 
고령자의 의료향상, 학
방지, 개호예방

2008년에 시작. 복지서비
스 이용지원, 금전관리지
원 등 일상생활 서포트를 
실시

〔그림 3-23〕 일상생활지원사업시스템

자료: 北海道地位福祉生活支援センター에서 인용25)

〈표 3-14〉 장애인 및 노인 등을 위한 지역사회지원시스템

24)厚生労働省ホームページ，日常生活支援事業，http://www.mhlw.go.jp/stf/seisakunits
uite/bunya/hukushi_kaigo/seikatsuhogo/chiiki-fukusi-yougo/

25) http://www.dosyakyo.or.jp/chiiki_seikatsushien/structure.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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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지원사업 지역(고령자)포괄지원사업 일상생활지원사업

성
격

모든 욕구에 유연한 처가 
가능하며, 지자체가 자주적
으로 실시. 생활욕구에 따른 
개별급부와 함께 이용 가능

보건사, 주임케어메니저, 
사회복지사들이 상호연

(의료와 간호, 개호와 
재활, 보건과 예방)

사회복지협의회 직원인 전
문원, 생활지원인이 상담
부터 서비스제공까지 실시

실
시
주
체

도도부현지역생활지원사업
시정촌지역생활지원사업
(사업 전부 또는 일부 위탁)
시정촌 1,742곳

시정촌 전국 4,328개소
지소포함 7,072개소
직 30%, 위탁 70% 위
탁이 증가

도도부현,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협의회(시정촌사
회복지협의회 1,727곳)

보
조
율

시정촌지역생활지원사업
(국가50%, 도도후현 25%, 
시정촌 25%)
도도부현지역생활지원사업
(국가, 50%, 도도부현 50%)

사회복지법인의 사업임으
로 별도의 보조율은 없음
상담 무료
서비스이용료 이용자부담 
1회 1,200엔

사
업

- 시정촌지역생활지원센터
필수사업과 임의사업은 

  나누어 진행. 서비스를 직
접제공.

  도도부현지역생활지원센
터는 시정촌지역생활지원
센터의 근무인력 양성사
업등 시정촌지역생활지원
센터를 지원

-개호예방지원 및 포괄
적지원사업

-개호예방케어메니지먼
트업무, 종합상담지원
업무, 권리옹호업무, 포
괄적지속적케에메니지
먼트지원업무, 제도횡
단적인 연 와 네트워
크구축

일상생활지원전문인(日常
生活支援専門員）은 복지
서비스이용지원, 불만해결
제도의 이용지원, 주택개
조, 거주임 , 이상생활상
소비계약 및 주민표제출 
수속에 관한 지원, 정기적
인 방문에 의한 생활변화
체크
생활지원인(生活支援員）
은 정기적인 방문으로 인
한 생활변화의 관찰과 예
금입금, 예금해약, 이용자
의 일상생활관리

  4．장애노인을 위한 제도

가. 개호예방 일상생활지원종합사업26)

개호예방 일상생활지원종합사업은 개호서비스의 기반강화를 위해 『개

26) みずほ情報総研株式会社、2012，介護予防・日常生活し援総合事業の手引き에서 인용



제3장 국외 장애노인 대상 서비스 지원 현황 145

호보험법』의 일부를 개정하여 만들어졌으며, 시정촌이 주체적으로 실시

하는 것으로 지역지원사업에서 다양한 사회자원을 활용하여 지원이 필요

한 고령의 허약자나 이차예방사업 상자에게 개호예방이나 생활지원서

비스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시정촌이 주체가 되어 상자

의 상태나 욕구에 따라 개호예방과 생활지원(배식, 지켜주기 등), 권리옹

호나 사회참여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본 서비스는 지역포괄지원센터의 케어메니지먼트를 기반으로 실시한

다. 사업자나 서비스비용, 이용료 등은 시정촌이 지역의 상황에 따라 유

연하게 결정한다. 

〔그림 3-24〕 개호예방 일상생활지원종합사업

자료: 厚生労働省(2014)，介護予防・日常生活支援総合事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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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후기고령자 의료제도

  1) 제도의 개요27)

일본은 인구의 고령화와 함께 이들의 의료비 증가로 인해 고령자 뿐 아

니라 젊은 세 의 부담이 극 화 되고 있다는 문제의식 아래 75세 이상의 

고령자를 상으로 한 ‘후기고령자 의료제도’를 2008년 4월부터 시행하

고 있다. ‘후기고령자 의료제도’는 75세 이상의 고령자를 상으로 75세

의 생일부터 자동적으로 후기 고령자 의료제도에 가입하도록 하고, 65세

부터 74세에 장애가 있다고 판단되는 고령자에 해서는 광역연합의 인

정을 받은 날부터 가입이 가능하다. 75세 이전 장애인의 경우에는 의료보

험을 탈퇴한 후 장애상태를 증명하기 위한 신체장애인수첩, 사랑의 수

첩28) 또는 국민연금증서 중 어느 하나를 첨부하여 거주하는 시구정촌에 

신청하면 된다. 

후기고령자 의료제도의 운 주체는 도내 모든 시구정촌이 가입하는 각

도도부현의 후기고령자 의료광역연합이다. 광역연합은 피보험자 인정 및 

보험요율 결정, 보험료 부과, 의료 급부, 건강검진기획 등 제도를 운 하

고 있다. 시구정촌의 주된 역할은 가입 및 자격상실에 한 신고와 접수, 

주소변경 및 급부신청 등을 접수하는 창구의 역할을 한다. 

일본 국적 외의 체류자는 일본 체류기간이 3개월 이상 지나면, 피보험

자가 된다. 후기고령자 의료보험증에는 자기부담금이 10% 또는 30%로 

기재되어 있으며,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의료기관에 제시하면 

27) 厚生労働省홈페이지 後期高齢者医療費支援制度에서 인용
    http://www.mhlw.go.jp/bunya/shakaihosho/iryouseido01/info02d-26.html
28) 지적장애인 수첩으로 지역에 따라 명칭이 다르다. 동경도(東京都),요코하마시(横浜市):아

이의 수첩(愛の手帳). 아오모리현(青森県),나고야시(名古屋市):애호수첩(愛護手帳). 사이다
마현(埼玉県),사이마다시: 미도리의 수첩(みどりの手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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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을 받게 된다. 2010년 현재, 후기고령자 의료제도의 상자인 75세 

이상은 1,400만 명, 의료비는 12.8조엔(2010년 예산 기준)으로 급부비

용은 11.7조엔 이었으며, 이용자부담금은 1.1조엔 이었다. 2010년 보험

료는 전국평균 63,000엔(연 기준/ 기초수급권자는 약 4,200엔)으로 나

타났다.

  2) 제도의 개선책

앞서 설명한 ‘후기고령자 의료제도’는 2008년 4월부터 시행되었고, 아

직 제도의 초기 상황인 만큼, 시행상황 등을 파악하여 개선의 노력을 함

께 하고 있다. 

2008년 이후 개선된 후기고령자 의료제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

째, 70~74세 이용자의 환자부담금을 10%에서 20%로 올리는 것을 동결

하기로 하 고, 둘째 저소득자에 해서는 보험료를 경감하도록 하 다. 

즉, 소득이 낮은 사람에 해서는 균등하게 90% 또는 85%를 경감하여 

소득률의 50%를 경감 조치하도록 하 다. 셋째, 피용자보험의 피부양자

에 한 균등율은 90% 경감 조치하도록 하 다. 넷째, 연금에서 보험료

를 제했던 방식을 개선하여, 2009년부터 연금계좌에서 보험료가 빠져나

가는 것을 의무사항에서 선택사항으로 변경하도록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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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5〕 후기고령자 의료제도시스템: 전국의 시정촌이 가입한 광역연합 (広域連合)

자료: 厚生労働省 (2014), 後期高齢者医療費支援制度の仕組み

다. 중증장애노인 건강관리비 지급제도(교토시의 경우)

일본 교토시의 경우, 증장장애노인의 건강관리비 지급제도를 운 하고 

있는데, 본 제도는 중증 장애가 있는 후기고령자에 해서 건강보험 피보

험자가 병원 이용 시 지불하는 자기부담금을 교토시가 지원하는 제도를 

뜻한다. 다만 입원 중의 식 , 거주비용, 노인 방문개호요양비의 기본 이

용료는 지급하지 않는다. 

중증장애노인건강관리비 지급제도의 상은 교토시에 거주하는 후기

고령자 의료보험증 소지자로 장애가 있으며, 신체장애인수첩 1~2급인 

자이거나, 판정기관(지적장애인갱생상담소, 아동상담소)에서 지능지수 

35이하로 판정받는 자(요육수첩 A판정), 혹은 신체장애인수첩 3급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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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고 있는 자로 판정기관(지적장애인갱생상담소, 아동상담소)에서 지능

지수 50이하로 판정받은 자를 상으로 건강관리비를 지원한다. 다만 본

인이나 배우자 또는 부양의무자 소득에 따른 제한은 두고 있다. 소득에 

한 제한은 배우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액에서 일정의 공제액을 뺀 

금액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소득기준액은 신청 시 확인할 수 있으며, 인

정신청을 실시할 때는 후기고령자 의료보험증, 신체장애자수첩, 요육수

첩, 본인 명의의 금융기관 예금통장, 도장을 지참하여 신청한다. 

만일 지원자가 ‘중증노인건강관리사업 상자 증’을 받게 되면 ‘인정표’

를 후기고령자 의료보험증에 붙여서 사용한다. 인정은 다음 달 초부터 가

능하며, 유효 기간 갱신은 매년 7월 31일로 두고 있다. 새로운 인정표는 

심사 후에 매년 8월 1일에 발송된다. 

만일 건강관리지급 상자에서 제외되었는데 비용을 지급받은 경우, 이

후에 변제하여야 하며, 상자에서 제외되면 ‘건강관리비 지급신청 제외

통지서’가 발송되는데 제외 사유가 기재되어 있다. 만일 다시 자격을 얻

기를 희망하는 경우, 구청이나 지소의 보험연금과 건강관리비 담당자에

게 문의할 수 있다29). 

  5. 65세 이전과 65세 이후의 개호보험과 장애인복지서비스이용 사례

가. 신체장애인(신체장애인 2급)30)

○ 사례 1 (일본 동경도 T시에 사는 A씨의 65세 이전과 이후의 서비스

이용의 예)

29) 京都市情報舘 홈페이지에서 인용, 
http://www.city.kyoto.lg.jp/hokenfukushi/page/0000077768.html

30) 신체장애인의 사례1과 사례2는 동경도 T시에 사는 장애인으로 서면 인터뷰를 실시하
다. 서면 인터뷰는 2014년 8월과 9월사이에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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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68세인 A씨는 48세에 T시에 이사를 왔다. 시청 장애인복지과에 상담

한 결과 몇 곳의 상담지원사업소를 소개 받았다. 상담지원사업소에서 상담지원

인과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와 앞으로 받을 예정인 서비스의 케어플랜을 세워 

시청에 제출하였으며, 시의 위원회를 통해 케어플랜의 계획대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통보를 받았다. 매일 오전 3시간씩 거택개호를 통해 옷갈아입기, 화

장실, 요리 등의 서비스를 받았다. 또한 시정촌으로 부터 방문간호서비스도 받

았다. 지역의 (장애인)자립생활센터(IL)에서 동료상담을 받기도 하였으며, 자

조모임을 통해 영화관람, 공예, 요리교실, 마을 축제 등에 참가해왔다. 또한 멀

리 외출할 경우에는 이동지원과 이송지원시비스를 이용하였다. 

65세가 되었을 때는 개호보험서비스를 신청하라는 우편이 시청으로부터 왔

다. 개호보험서비스가 좋은 서비스라고 생각해서 바로 신청했다. 그러나 지금

까지 본인이 받고 있었던 장애인복지서비스보다 줄어들었으며, 매일 3시간씩 

받고 있었던 헬퍼 이용이 주 3회로 줄어들었다. 시청에 서비스가 부족하다고 상

담을 하자 개호보험 케어메니저는 받아들여 주지 않았고, ‘기저귀를 차든지, 다

른 방법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벌써 위원회의 회의를 통해 결정된 사항

이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라는 말을 전해 들었다. 

어쩔 수 없이 65세 이전에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기저귀를 사용하게 되었다. 

활동보조인지원센터의 직원들이 ‘다시 한 번 시청에 가서 서비스가 부족하

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게 하면 들어 준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 있다’라는 말을 해

주었지만, ‘시에 예산이 부족하다고도 하고, 나보다 더 필요한 사람이 있을 수

도 있겠다’라는 생각에 시청의 결과에 따르기로 했다. 

65세가 되면 개호보험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것은 제도적인 부분이기 때문

에 어쩔 수 없이 따라야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은 서비스가 필요하기 때

문에 개호보험을 받아야 하는 나이가 되더라도 장애인복지서비스를 그대로 받

게 되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65세가 된 A씨의 경우는 개호보험 적용으로 인해 부족해진 서비스를 

받기 위해 주장을 하지 않은 경우이다. 그러나 65세가 되더라도 서비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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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가 된 장애인 T씨는 개호보험 신청 후에 장애인복지서비스보다 서비스

의 양이 현저히 줄기 때문에 개호보험 자체를 신청하지 않았다. 그리고 시청에

는 “현재 내가 받고 있는 서비스가 좋기 때문에 개호보험은 필요 없다”라고 전

했다. 그 결과 현재도 장애인복지서비스와 시정촌에서 지원해주는 서비스를 이

용하고 있다. T씨는 장애인들은 65세 이후에도 개호보험보다는 장애인복지서

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해야 하며, 개호보험이 서비스의 종류나 

양, 그리고 질적인 서비스 부분에서 더 좋게 되길 바라고 있다. 

또한 개호보험의 케어매니저들은 고령자에 대해서는 전문가 이지만 장애인

의 생활 불편함, 받고 있는 서비스, 지역에서 생활하기 위해 필요한 서비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며 이에 맞는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예산만을 생각

해서 시간을 줄이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더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장애인복지서비스가 늘어나야 한다고 이야

기 하고 있다. 적극적으로 더 많은 서비스를 받기위해 노력하지 않은 것

은 개호보험을 이용해야 한다는 케어매니저의 말 때문인지 아니면 혼자

서 개호보험을 다시 신청해야 하는 복잡한 일처리가 부담스러워인지 모

르지만 A씨는 현저히 줄어든 서비스를 받고 있다. 특히 매일 오던 활동지

원인이 주 3일 오게 되었고, 그로 인해 평생 이용하지 않고 살았던 기저귀

를 착용하고 생활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장애인단체나 활동지원서

비스파견센터의 정보제공 및 적극적인 지지와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

여진다. 

 
○ 사례 2 (일본 동경도 T시에 사는 B씨의 경우, 개호보험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B씨의 경우는 처음부터 개호보험 서비스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아 65

세 이후에 개호보험을 신청하지 않고 장애인복지서비스를 이용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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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씨는 45세부터 피해적 망상이 나타나면서 정신분열진단을 받았다. 48세

부터 망상과 환청으로 인해 대량의 약을 복용하였으며, 입‧퇴원을 반복하였다. 

많은 치료 끝에 망상이나 환청부분이 없어졌으나 무기력한 자폐경향을 보이게 

되었으며, 의사표현은 하지만 표현력이 부족해졌다. 퇴원 후에는 낮에 활동할 

수 있는 취로계속지원 B형 시설에 다니면서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고령화가 

되면서 당뇨병이나 고혈압도 앓게 되고 작업능력이 떨어졌으며, 보행이 곤란

해지자 취로시설 직원들이 걱정을 하게 되었다. 결국 지역에 있는 장애인지역

생활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지역상담소에 상담신청을 하게 되었다. 상담

소 직원이 거택방문을 하고자 했으나 타인이 집안에 들어오는 것을 꺼려하여 

몇 번 거절을 했고 어렵게 방문상담이 성사되었다. 집안은 수년간 청소를 하지 

다. 일본에서는 이와 같이 각 지역별로 또는 같은 지역이라도 본인의 의

지에 따라 서비스의 양이 달라질 수 있다. 신체적 장애노인과 고령장애인

의 경우 자칫 “신체의 기능저하와 손상”이라는 공통점으로 인해 지원방법

도 동일할 수 있다는 오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자신의 신체적 손상과 

장애정도를 잘 이해하고 지속적으로 받아서 익숙한 지원체계가 65세가 

되었다는 이유로 갑자기 변경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더욱이 서비스의 질

이 저하되고 서비스 양이 감소된다면 개호보험 적용에 한 재검토가 필

요할 것이다. 

나. 정신장애인31)

○ 사례 1(동경도 N시에 사는 C씨의 경우, 정신보건복지카드 2급)

31) 정신장애인의 사례1과 사례2는 동경도 N시에서 사는 정신장애인의 사례이며, 인터뷰는 
보호작업장 직원의 도움을 받아 진행되었다. 서면 인터뷰는 2014년 8월과 9월사이에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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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은 상태로 거미줄이 있었으며, 벽이나 이불은 때에 찌들어 있었다. 거주환경

의 개선이 필요했으며, 당뇨병이나 고혈압으로 인한 음식조절이 필요하였다. 

결국 약 복용관리도 필요했기 때문에 주택 개호와 방문간호, 배식서비스를 신

청하게 되었다. 그러나 당시 65세였기 때문에 결국에는 개호보험대상자를 지

원하고 있는 지역포괄지원센터에서 상담을 받고 개호보험 인정조사를 받아 요

개호 2의 판정을 받았다. 그 결과 주 1회 재택 개호 (가사 원조 및 청소), 주 1

회 방문간호 (건강 상태의 관찰이나 복약 관리) 매일 배식서비스 (저녁 식사)

를 이용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본인이 새로운 서비스 즉 개호보험서비스나 장

애인복지서비스를 받게 되는 것에 대한 저항이 있었으나 장애상담지원 사업소 

직원과의 신뢰 관계가 형성되자 점차 저항은 나아졌다. 개호보험 케어매니저

의 정신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케어매니저, 장애인

상담 지원사업소, 취로계속지원 B형 시설 직원의 협력과 연계가 중요하였다. 

현재 C씨는 개호보험서비스 (방문 개호, 방문 간호, 배식 서비스)와 장애인복

지서비스 (취업 계속 지원 B형), 의료기관 (정신과, 내과, 정형외과, 안과)을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체력과 기억력의 저하, 하지 근력의 저하로 인하여 보

행이 곤란하여 취업계속지원 B형 시설 이외에 낮에 활동할 수 있는 장소를 찾

고 있다. 대인 관계가 약한 C씨에게 치매노인이 많은 노인 주간보호서비스를 

소개하는 것도 걱정이고, 정신병원의 주간보호는 픽업이 없기 때문에 보행이 

곤란한 A 씨는 이용이 어렵다고 생각하여 케어메니저와 장애인상담지원사업

소의 상담원 그리고 취로계속지원 B형사업소의 직원들이 고민을 하고 있다. 

신체장애가 없었던 C씨는 65세 이후가 되면서 체력의 저하로 신체장

애가 나타나게 되었다. 그로 인해 개호보험서비스의 이용만으로는 부족

하여 장애인복지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지만 그 이후에도 고령화와 함께 

나타나는 다른 장애들로 인해 더 많은 서비스를 필요로 하게 되었다. 특

히 정신장애는 치매와 다르기 때문에 노인 주간보호서비스를 이용하기에

는 어려움이 있다. 이렇듯 C씨가 본인이 오랫동안 살아온 지역에서의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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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씨는 고등학교 중퇴 후 취직을 하였지만 취직 3년 만에 발병하여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다. 그 후 5년 동안 입‧퇴원을 반복했으며, 퇴원 후에 다니던 직

장도 3년 만에 그만두게 되었다. 이후에는 외래로 병원을 다니면서 일자리를 

전전하게 된다. 보호작업장을 10년간 다녔으며, 50대 후반에 작업장을 그만 

두고 병원 통원과 쇼핑이외에는 전혀 외출하지 않고 집안에서만 생활하게 되었

다. 부모와 함께 살았지만, 본인이 61세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치

매에 걸리게 되어 혼자서 생활하게 되면서부터 장애인복지서비스를 이용하였

다. 먼저 장애인상담지원사업소와 상담한 결과 혼자생활하기에는 가사능력과 

생활능력이 낮아 주택개호와 방문간호를 받게 되었다. 금전관리 또한 능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상생활지원사업을 통해 권리옹호서비스를 받게 되었으며, 생

활리듬을 안정화하기 위해 취로계속지원 B형 시설을 이용하게 되었다. 65세

가 되면서 개호보험서비스를 받기 위해 인증조사를 받았지만, 신체적으로는 특

히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개호보험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지 않

았다. 결국 현재는 장애인복지서비스만을 받고 있다.

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지원자의 정신장애인에 한 인식개선, 다

양한 사회적 지지기반들의 연계, 사회복지서비스의 확충이 필요함을 보

여주는 사례이다. 

○ 사례 2(동경도 N시에 사는 D씨의 경우, 정신보건복지카드 1급)

 

정신장애인의 경우 신체기능의 저하나 신체적 손상이 두드러지게 나타

나지 않기 때문에 체적으로 개호보험의 적용에 어려움이 있음을 보여

주는 사례이다. 또한 경계선의 정신장애인의 고령화에 한 특화된 지원

서비스가 필요하며, 욕구에 맞는 지원서비스 및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

함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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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씨는 최근 부모님이 사망하여 혼자서 생활하고 있다. 근처에 여동생이 살

고 있어, 조카들과 여동생이 자주 찾아와 생활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낮에는 

지역의 취로지원 B형에 다니고 있으며, 방문개호는 주 3일(신체개호와 자사

개호) 이용하고 있다. 나이 들면서 체력이 저하되어 아무것도 하지 않은 날이 

많으며, 더 이상의 규칙적인 생활을 할 수 없게 되었다. 결국 낮에 다닌 취로지

원 B형 시설에도 반 정도만 다니고 있다. E씨는 신체적으로는 약간의 마비가 

있으며, 다른 곳은 건강한 상태였다. 마비로 인해서 욕조에 들어가고 나오는 

것이 약간 곤란하지만 그 외 생활이나 가사능력은 반 정도가 가능하다. 청소는 

2일에 한 번씩 동생 가족이나 헬퍼가 해주고 있다. 외출은 많이 줄었지만 아직

도 지역에 있는 지역활동센터에 가서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한다. 60세 이후

에는 점점 단시간 외출도 어려워졌으며, 보행시 옆에서 지켜주는 사람이 꼭 필

요하며, 계단을 오르내릴 때는 활동지원서비스도 꼭 필요하게 되었다. 

또한 의사소통 능력이 떨어지는 등 심신의 기능이 크게 저하되기 시작했다. 

65세가 되면서 개호보험대상자가 되었다는 통보를 받고 여동생이 케어메니저

와 상담을 했으며, 개호보험서비스를 받기로 결정하였다. 그 결과 주 3회의 개

호서비스, 급식서비스, 개호예방서비스 등 개호보험관련 서비스를 지원받으

며 현재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다.

다. 지적장애인32)

○ 사례1(O시에 사는 E씨, 간질을 앓고 있음, 교통사고로 인해 한쪽이 

마비, 요육수첩 5급)

32) 지적장애인에 한 사례1은 O시에 살고 있으며, 사례2는 K시에 살고 있다. 사례1과 사
례2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IL)직원의로부터 서면인터뷰의 도움을 받았다. 인터뷰는 
2014년 5월과 9월 사이에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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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씨는 3년 전에 같이 살고 있었던 어머니가 사망하였다. 현재 67세인 F씨

는 중증의 신체장애 및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으며, 언어를 통한 의사소통은 불

가하다. 어머니와 같이 살면서 방문간호, 주간보호서비스, 중증방문개호, 물리

치료 등의 서비스를 받고 있었다. F씨의 어머니는 생전에 본인이 사망하더라도 

현재의 시스템을 이용해 가면서 지역에서 살기 원했기 때문에 방문개호사업을 

실시하던 사업처는 성년후견인이 포함된 지원회의를 통해 지역생활을 지원하

기로 결정하였다. 65세가 되면서 개호보험대상이 되었다. 시의 케어메니저는 

개호보험을 우선 적용하도록 했으며, 혈육도 없고, 최중증에 언어 의사소통이 

불가하기 때문에 시설입소를 추천하였다. 그러나 중증방문개호사업소의 직원

들과 성년후견인은 어머니의 유언을 공개하면서 강하게 반대하였다. F씨는 

현재 중증방문개호사업소, 성년후견인, 주간보호센터 등의 지원을 받아 24시

간 3교대 개호인(활동보조인)의 지원을 받아 가면서 지역에서 생활을 하고 있

다.

E씨는 경증의 지적장애인으로 기존에 받고 있었던 장애인복지서비스

와 개호보험서비스의 양이 비슷하여 바로 개호보험서비스를 이용하고 있

다. 특히 E씨의 경우 개호보험서비스의 급식서비스나 개호예방서비스를 

받음으로서 장애인복지서비스보다 더 구체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받게 

되었다. 즉 급식서비스로 인해 여동생의 돌봄지원이 줄어들었으며, 개호

예방서비스를 통해 건강관리가 되면서 장애인복지서비스보다는 더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 사례이다. 

○ 사례2 (K시에 사는 F씨, 최중증의 신체와 지적장애, 언어의사소통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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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씨의 사례와 같이 지적장애인의 경우 고령화와 함께 부양 부모의 사

망과 형제자매의 출가로 인해 시설입소를 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

나는데, 일정한 지원시스템과 사회적 자원이 있으면 아무리 심한 장애인

이라도 지역생활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특히 언어소통

불가와 최중증의 지적 및 신체장애인의 경우에는 시설입소가 부분이지

만, F씨 어머니의 생전 유언을 지키려는 중증방문개호사업소의 활동보조

인들(3교 로 10명의 활동보조인이 지원)의 노력은 F씨가 지역에서 생활

할 수 있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위의 6가지 사례를 통해 분명히 알 수 있는 사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절 적으로 개호보험서비스의 양이 장애노인을 지원하기에는 부족하다

는 점이다. 그 이유는 장애인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새로운 장애가 발생되

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둘째, 노인복지 관계자 즉 케어매니저

의 장애인에 한 이해 부족은 장애인 삶에 절 적인 향을 준다는 점이

다. 셋째, 장애인이 오랫동안 살아온 즉, 익숙한 지역사회를 떠나지 않고 

나이 들어서도 살기 위해서는 사회복지기관 간의 연 와 사회복지서비스 

연계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넷째, 아무리 심한 중증의 신체 및 지

적장애가 있더라도 사회적 지지기반이 완비되어 있으면 부모사후에도 지

역에서 생활이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 65세 이후에도 이용이 가능한 장애인복지서비스 내용(본인이 원할 

경우)

  - 장애인복지서비스 이용을 위한 상담은 주로 지역생활지원사업센터

에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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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유형 대상자 65세 이상

1 거택개호
목욕, 배설, 식사, 조리, 청소등 생활에 관련된 상담
이나 개호 등의 지원

이용 가능

2 중증방문개호 중증장애인에 한 전반적인 개호 이용 가능

3
동행원호
(가이드헬퍼)

시각장애인의 이동 지원 및 식사등의 개호 이용 가능

4 행동원호
지적장애 또는 정신장애인으로 상시 개호가 필요한 
장애인

이용 가능

5 요양개호
병원에서의 장기입원으로 의료적 케어에 따라 상시
적으로 개호를 필요로 하는 장애인

이용 가능 

6 생활개호
지역이나 시설에서 안정된 생활을 하기 위한 상시개
호등의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

이용 가능

7 단기입소 가족의 부재로 일시적인 개호가 필요한 장애인

8
중증장애인등
포괄지원

근육장애인, 척추나 경추장애인, 루게릭장애인, 중
증심신장애인, 강도행동장애 등

이용 가능

9
공동생활개호
(케어홈)

65세미만의 신체, 지적, 정신장애인 이용 가능

10 시설입소지원 신체, 지적, 정신장애인 이용 가능

11
자립훈련
(기능훈련)

신체, 지적, 정신장애인 이용 가능

12
자립훈련
(생활훈련)

정신장애인, 지적장애인 이용 가능

13
숙박형
(자립훈련)

신체, 지적, 정신장애인 이용 가능

14 취로이동지원 신체, 지적, 정신장애인 이용 가능

15 취로계속지원A형 65세미만 신체, 지적, 정신장애인 불가능

16 취로계속지원B형 65세미만 신체, 지적, 정신장애인 불가능

17 공동생활원조 신체, 지적, 정신장애인 이용 가능

주: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차이가 있으며, 원칙적으로 개호보험을 우선하며, 부족할 경우 장애인복지
서비스의 이용이 가능함. (厚生労働省, 2014, 障害福祉サービスの内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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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세 이상 노인(장애노인)이 이용 가능한 노인복지서비스

  - 서비스 이용을 위한 상담기관: 지역(고령자)포괄지원센터, 보건복지

센터(개호보험신청, 건강체크, 건강교실, 도내 개호실습 및 보급센터)

서비스유형 대상자 기타

1
고령자
단기숙박사업

65세 이상 요개호 인정을 받지 않은 고령자, 가
족의 부재로 일시적 이용

1회 7일 이내

2
활력있는 
활동지원사업
(주간지원서비스)

65세 이상의 독거노인, 고령자세 의 고령자 낮 시간 이용

3 무료입욕권 교부
70세 이상으로 집에 입욕설비가 안되어 있을 경
우 입욕권을 교부. 월5매, 연최  60매

1매 360엔

4
고령자 
홈서포트사업

65세 이상으로 독거고령자 또는 장애인 일상생활지원

5 가족개호위로금
가정에서 중증의 개호를 필요로 하는 고령자를 
개호하고 있는 가족에게 지급(요개호 4.5)

6개월 이상
계속 개호
연 12만엔

6
배회고령자의 
위치 추적 
시스템이용 조성

배회고령자에게 위치추적 단말기를 몸에 부착
65세 이상, 초기 치매 고령자나 지적장애인
(등록료 7,350엔 ~ 11,445엔의 반액)

이용료 월
525엔~4,095엔 
반액

7
독거고령자 
일상생활용구 
급부, 여

65세 이상 독거의 고령자에게 화재경보기, 자동
소화기, 전자조리기, 노인용전화, 실버카
-화재경보기, 노인용전화, 실버카

소득에 따라
0엔~28,400엔
의 자부담

8
긴급통보시스템
사업

65세 이상의 허약한 독거 고령자. 긴급통보장치
를 신청하면 수신센터에서 관리. 의료기관과 연
결되어 있음. 

자부담 있음

9
노인복지
보청기 교부

65세 이상의 고령자로 의사로부터 보청기가 필
요하다고 인정받은 사람(청각장애인 제외). 

소득에 따라
0엔~28,400엔
의 자부담

10
고령자외출 
지원사업

고령자에게 외출할 수 있는 승차권 교부 70세 이상

11 고령자 주택개조
65세 이상으로 개호보험 요지원에 해당하는 고
령자가 있는 세 . 소득세가 16,200엔 이하의 
세 (거실, 욕실, 화장실, 부엌, 현관 등 개조)

비용 4분의 3
(90만엔 한도)

12
침, 맛사지 시술료 
조성(보험적용외)

70세 이상의 고령자 또는 신체장애인1급, 2급 
그리고 65세 이상의 와상의 고령자 

연18매,1매당 
1,000엔 할인

주: 고령자복지서비스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으며, 배식서비스, 이미용 서비스, 기저
귀지급등의 서비스를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있기도 함. (旭市，2014，旭市老人福祉サービス)



160 장애노인 대상의 통합적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책 방안

제3절 소결 

본 장에서는 미국과 일본의 장애노인 상 서비스 제공현황을 분석해 

보았다. 미국과 일본 모두 장애노인 상 서비스 제공에 있어 각 국의 ‘장

기요양제도’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지만, 미국과 일본

의 가장 큰 차이는 ‘장기요양제도’의 상을 어떻게 구분하느냐에 따라 

‘장애노인’이 제공받는 관련 서비스의 내용과 이를 제공하는 서비스 전달

체계의 차이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미국의 경우 장애노인을 포함한 고령자 및 모든 연령의 장애인을 상

으로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에 장애노인 상 정책은 

부분 장기요양제도(LTSS)의 서비스 형태로 제공되고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특히, 미국의 장기요양서비스에 쓰이는 정부지출은 2008년 

1,910억을 넘어 지속적으로 증 하고 있는 추세이며, 이는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의 2/3에 해당되는 액수여서 미국 정부는 막 한 정부지출의 효

과성을 높이기 위하여 서비스의 이용자와 제공자간 연계에 초점을 맞춘 

접근을 꾀하고 있다. 

미국은 공공·민간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장기요양 서비스 및 노

인·장애인 관련 서비스가 존재하고 이러한 서비스의 내용과 이용 상자

격 등이 복잡하여 개인이 찾아다니며 이용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어서 

ADRC서비스를 통해 노인과 장애인 관련 정보를 통합하고, 개별 사례에 

맞는 서비스로 연계·관리하여 서비스의 효과성을 극 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관련 기금을 조성하여 주별로 노인·장애인 서비스 지

원센터의 역할 및 기능 등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서비스 연계에 초점을 맞

추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ADRC서비스는 표적인 연계모델이며, 공공·민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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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제공되고 있는 기존 서비스를 연계하여 상자가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고 있다. 이에 미국연방 정부는 

ADRC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기금을 마련하고, 기존의 장기요양 기금, 

메디케어 관련 기금, 그리고 주정부의 기금 등을 활용하여 지역사회 내에

서 노인과 장애인에게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접근은 미국을 비롯한 서구에서 활용되고 있는 방

식으로 서비스 전달체계의 효율성을 극 화하여 노인과 장애인을 상으

로 한 서비스 효과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실용적인 접근이라 할 수 있다

(Putnam, 2002). 

미국의 ADRC서비스는 노인이나 모든 연령의 장애인 뿐 아니라 장애

아동, 가족부양자 및 미래의 장기요양 상자들이 장기요양서비스(LTSS) 

및 노인·장애인 관련 정보를 충분히 인지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

며, 지역사회에서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

로 운 되고 있다. 

반면, 일본의 경우는 미국이나 서구와 달리 장애노인의 이슈를 노인 정

책으로 흡수하지 않고, 장애인복지 안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

하고 있다. 일본은 2000년 초반부터 ‘시설에서 지역으로’라는 구호를 통

해 장애인의 지역생활을 정책적으로 독려하고 있다. 일본의 사회복지서

비스는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하며 장애인 개개인에게 밀접하고 구체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일본의 장애노인 

정책은 65세를 기준으로 장애인지역사회지원사업과 개호보험서비스로 

구분되고, 65세가 넘으면 ‘개호보험우선원칙’에 의해 개호보험으로 전환

하도록 하고 있다. 

앞에서 일본 장애노인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일본의 개호보험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는 매우 다양해서 장애노인이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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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의 종류가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만일, 65세를 기준으로 하

여 ‘개호보험우선원칙’에 의해 장애인이 개호보험으로 전환된다고 하더

라도, 이들의 욕구에 맞는 적절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고, 개호보험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양이 부족할 경우, 장애인지역사회지원사업에서 지원

이 가능하므로 장애인의 선택의 폭은 넓을 수 있다. 즉, 장애노인 개인의 

욕구 및 상황에 따라 양 제도를 모두 이용하거나, 65세 이후에도 지속적

으로 장애인지역사회지원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등 제도의 선택도 가

능하다. 

최근 들어 일본은 예산을 이유로 정부의 역할보다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어 장애노인 개인은 어느 지역에 사는가에 따라 실질

적으로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의 양에 차이가 발생되기도 한다. 하지만, 아

무리 지역이 열악하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국가가 만든 제도아래에서 

일정정도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

는다. 

미국과 마찬가지로 일본의 장애노인은 ‘장기요양 제도’내에서 노인과 

장애노인을 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개호보

험법」의 일부를 개정하여 시정촌이 주체적으로 ‘개호예방 일상생활지원

종합사업’을 수행하여 지역지원사업에서 제공되고 있는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여 지원이 필요한 고령의 허약자나 이차예방사업 상자에게 개

호예방이나 생활지원서비스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2017년부터 시행예정인 ‘지역생활지원거점사업’은 미국의 

ADRC서비스와 비슷한 측면도 있다. 일본의 경우 「개호보험」을 근간으

로 하는 노인복지사업과 장애인의 지역사회로의 통합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지원서비스의 정비를 통해 제도의 사각지 를 없애고, 정책 간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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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한 종합적인 서비스 지원을 고민하고 있다. 즉, 서비스 연계를 강화

하여 장애노인을 포함한 각 제도 간 서비스 상의 사각지 를 없애고 기

존 서비스를 활용한 서비스 효과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지

역생활거점사업’은 사례관리자의 활용을 통한 서비스 이용자의 욕구, 기

존 장애인복지서비스 지원현황 파악, 그리고 기관 간 상담지원센터와의 

연계를 통하여 서비스 제공을 계획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새로운 시스

템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공동체의 자원들을 활용하여 기존 시스

템을 적극 활용하는 형태로 사업의 방향을 설정하고 있는 측면에서 미국

의 ADRC서비스 접근과 비슷하다고 판단된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장기요양제도는 서비스 이용 상을 65세 이

상 노인과 모든 연령의 장애인을 포함하고 있다. 즉, 기능적으로 일상생

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상을 서비스 상자로 선정하고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반면, 일본의 경우는 65세

를 기준으로 노인복지와 장애인복지로 구분되어 있으나, 장애노인이 이

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노인복지와 장애인복지 모두에 산재해 있어 최근 

사례관리를 통한 종합적 서비스 제공에 초점을 맞추고 양 제도를 촘촘히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장애노인 상 서비스는 노인복지와 장애인복지에서 

소외되어 있으며, 장애노인 관련 서비스도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노인장기요양서비스’가 일본의 「개호보험」만큼 서비스의 다

양화가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이고, 장애인복지서비스 내에서도 장애노인

을 고려한 서비스가 매우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장기

요양제도는 노인장기요양제도와 장애인활동지원제도로 분리되어 있고, 

65세를 기준으로 장애인활동지원제도를 이용하던 이용자는 노인장기요

양제도로 전환해야만 한다. 그러나 장애인이 노인장기요양제도 이용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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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되면, 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의 종류와 양이 매우 제한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 일본의 경우처럼 65세를 기준으로 자연스러운 전환

이 어려운 상황이다. 

미국과 일본의 사례에서 살펴보았듯이, 장애노인을 상으로 하는 정

책은 정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장기요양제도’내에서 고민되어야 한

다. 미국이나 서구 국가의 경우, 장애노인을 장기요양제도의 상으로 포

함하고 있어 장기요양정책안에서 해결하고 있고, 일본의 경우는 65세를 

기준으로 서비스 상을 구분하고 있으나, 장애노인의 욕구에 따라 「개호

보험」내에서 혹은 장애인복지서비스 내에서, 아니면 양 제도 내에서 서비

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양 제도의 간격을 좁히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75세 이상 후기 고령자 의료제도와 교토시의 중증장

애노인 건강관리비 지급제도와 같이 「개호보험」에서 의료적 지원들을 포

함하고 있어, 보다 다양한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장애노인관련 정책을 고민함에 있어 ‘장기요양제

도’를 제외한 정책방향을 고민하는 것은 예산의 한계와 기존 서비스의 종

류와 양을 고려할 때 효율적이지 않은 접근이라 생각된다. 문제는 우리나

라의 경우 ‘장기요양제도’의 시작이 노인장기요양제도와 장애인활동지원

제도로 구분되어 시작된 독특한 발전과정이 있으므로 이러한 특수성을 

감안하여 향후 ‘장기요양제도’의 발전방안을 고민하여야 할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우리나라의 ‘노인장기요양제도’와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역사가 길지 않은 만큼, 각 제도 내에서 보다 다양한 서비스제공으로 인

한 소비자 선택을 향상시켜 장애인과 노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서비스 종류의 다양

화는 장애노인을 포함한 특정한 욕구를 가진 인구집단의 이용을 확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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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기 한다. 

미국과 일본의 사례를 살펴보더라도, 고령자와 장애인이 선택할 수 있

는 서비스의 다양화 및 선택 없이는 그 어떤 정책의 방향도 실효성을 거

두기 어렵다. 또한 장애노인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개발을 고민하고 

확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나 노인복지정책과 장애인복지가 구분

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장애노인의 이슈가 양 제도에서 소외되지 않

도록 양 제도의 역할을 명확화하고, 양 제도의 서비스 범위를 결정하며, 

제도 간 간극을 촘촘히 좁힐 수 있도록 양 제도의 재설계가 요구된다. 이

를 위해서는 우선 현행 ‘노인장기요양제도’와 ‘장애인활동지원제도’로 구

분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장기요양제도’의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

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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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장애노인의 일반적 현황 

  1. 장애인구와 일반인구의 고령화

가. 인구피라미드 비교: 장애인구 vs. 일반 인구

장애인구와 일반인구의 고령화 추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장애인실태

조사자료(2005년, 2011년)」와 「인구총조사(2005년, 2011년)」를 이용

하여 인구피라미드를 구현하 다. 우선 장애인구 인구피라미드인 〔그림 

4-1〕와 일반인구 피라미드 〔그림 4-2〕를 비교하면, 장애인구의 경우 일

반인구에 비해 고령인구의 비중이 더 높은 경향을 발견할 수 있다. 

장애인구의 경우 남성의 경우 45-49세 구간의 폭이 더 좁아지고 65세 

이상 인구의 비중이 높아지는 경향을 발견할 수 있고, 여성의 경우에도 

중년의 폭이 좁아진 신 70세 이상 인구의 비중이 높아지는 경향을 발견

할 수 있다.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며, 장애인구

의 고령화 현상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장애노인 실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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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장애인구 인구피라미드(2005년, 2011년)

〔그림 4-2〕 일반인구 인구피라미드(2000년, 2005년, 2011년)

나. 장애인구 중 고령인구 특성

장애인실태조사(2005, 2008, 2011)에 기초하여 전체 장애인구 중 50

세 이상 장애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 62.7%, 2008년 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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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71.5%로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1 참조). 이러한 

경향은 장애유형별로 약간의 차이를 보이는데, 뇌병변장애, 언어장애, 시

각장애, 안면장애를 제외한 부분의 장애유형에서 고령인구 비중이 점

차 증가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표 4-1〉 전체 장애인구 중 50세 이상 인구비중

(단위 : %)

구분　 2005년 2008년 2011년

지체장애 62.6 70.8 75.5

뇌병변장애 80.2 82.6 80.7

시각장애 69.1 79.2 77.0

청각장애 78.5 82.6 84.1

언어장애 54.9 57.1 51.1

지적장애 11.0 11.2 15.2

정신장애 21.4 36.8 36.3

신장장애 56.6 62.6 62.2

심장장애 76.9 76.6 83.9

호흡기장애 88.3 89.9 95.5

간장애 65.7 61.7 68.0

안면장애 33.3 39.4 36.4

장루‧요루장애 90.0 88.0 97.7

간질장애 26.3 26.0 45.9

계 62.7 68.1 71.5

주: 2008년 장애인실태조사는 등록장애인을 상으로 조사가 이루어져 조사결과를 비교하는데 있
어 예년의 장애인실태조사결과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다음은 전체 장애인구 중 65세 이상 장애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이다(표 

4-2 참조). 65세 이상 장애인구의 비중은 2005년 32.6%, 2008년 

36.1%, 2011년 40.8%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 으며, 장애유형별로는 

부분 증가하는 경향을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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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전체 장애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비중

(단위 : %)

구분　 2005년 2008년 2011년

지체장애 28.2 35.5 40.5

뇌병변장애 51.1 45.9 52.2

시각장애 35.9 48.0 46.1

청각장애 53.4 55.3 61.8

언어장애 19.6 32.8 20.0

지적장애  2.8  2.5  3.2

정신장애  4.5  7.4  8.8

신장장애 19.8 23.8 25.9

심장장애 46.3 47.7 51.6

호흡기장애 55.8 51.1 61.4

간장애 14.3  9.2 12.0

안면장애 25.0  8.2 27.3

장루‧요루장애 60.0 59.6 70.5

간질장애 2.6  2.9 8.1

계 32.6 36.1 40.8

  

주: 2008년 장애인실태조사는 등록장애인을 상으로 조사가 이루어져 조사결과를 비교하는데 있
어 예년의 장애인실태조사결과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2. 장애노인의 장애발생시기 및 장애기간에 따른 장애유형

 

장애 역에서 상 적으로 높은 관심을 갖는 인구는 기존 장애에 더해

지는 노화(Aging with disability)를 경험하는 인구이다. 반면에 노인

역에서 관심을 갖는 인구는 노화로 인해 장애를 경험하는 노화관련장애

인(Disability with Aging)이라 할 수 있다. 본 장에서는 2011년 조사결

과에 기초하여 50세 이상 장애노인(n=4,291)을 상으로 (1) 고령화 장

애노인과 (2) 노화과정 장애노인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서 앞장에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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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기간 장애발생시기

20년 미만
(N=2,910)

20년 이상
(N=1,381)

발달기
(N=550)

청장년기
(N=1,308)

고령기
(N=2,433)

지체 67.8 32.2 12.1 34.0 54.0

뇌병변 88.2 11.8  2.0 21.3 76.7

시각 50.4 49.6 24.3 29.4 46.3

청각 64.5 35.5 15.7 21.7 62.6

언어 65.2 34.8 21.7 30.4 47.8

지적 16.0 84.0 80.0 10.0 10.0

정신 33.3 66.7  4.3 82.6 13.0

의한 (a) 연령, (b) 장애발생시기, 그리고 (c) 장애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이들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20년 이상 장애기간의 비중이 높은 장애유형은 지적장애

(84.0%), 간질장애(76.5%), 정신장애(66.7%), 시각장애(49.6%), 청각장

애(35.5%), 지체장애(32.2%)의 순이었다. 또한 장애기간이 20년 이상인 

인구는 전체 중 32.2%이며, 장애가 발달기에 발생한 경우는 12.8%, 청·

장년기에 발생한 경우는 30.5%인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발생시기를 기준으로 1-18세는 발달기, 19-49세 청·장년기, 50

세 이상을 고령기로 구분하 다. 장애유형별 장애발생시기를 살펴보면, 

발달기 장애발생 인구는 지적장애(80.0%)가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간질

장애(41.2%), 안면장애(25.0%), 시각장애(24.3%), 언어장애(21.7%)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고령기 장애발생 인구는 장루·요루장애(86%), 

뇌병변 장애(76.7%), 안면장애 (75%) 순으로 나타났다. 청·장년기 장애

발생 인구는 정신장애(82.6%), 간장애(47.1%), 간질(41.2%), 심장장애

(38.5%) 순으로 나타났다. 

〈표 4-3〉 장애노인의 장애발생시기 및 장애기간에 따른 장애유형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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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기간 장애발생시기

20년 미만
(N=2,910)

20년 이상
(N=1,381)

발달기
(N=550)

청장년기
(N=1,308)

고령기
(N=2,433)

신장 94.4  5.6  0.0 29.2 70.8

심장 69.2 30.8  3.8 38.5 57.7

호흡기 78.6 21.4  2.4 23.8 73.8

간 100.0  0.0  0.0 47.1 52.9

안면 75.0 25.0 25.0  0.0 75.0

장루‧요루 93.0  7.0  0.0 14.0 86.0

간질 23.5 76.5 41.2 41.2 17.6

계 67.8% 32.2% 12.8% 30.5% 56.7%

평균 18.71 47.89

표준편차 17.939 21.049

  3. 장애노인의 개인적 특성 

일반적인 장애노인의 특성을 연령별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4-4 참조). 성별의 경우 연령이 증가할수록 여성인구의 비중이 유의하게 

증가하 고, 학력의 경우 연령이 증가할수록 무학의 비중이 증가하여 80

세 이상의 경우 44.1%가 무학으로 나타났다. 결혼상태의 경우 기혼자는 

71.6%(50-64세)에서 34.7%(80세 이상)로 감소하 는데, 이는 사별인구

가 50-64세에서는 10.1%이다가 80세 이상에서 63.9%로 증가하는 경향

과 관련이 있다. 가구원수의 경우 1인가구의 비중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13.9%(50-64세), 21.4%(65-79세), 27.6%(80세 이상)로 증가하는 경향

을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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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계

50~64세 65-79세 80세 이상

성별

남자 61.2 49.5 34.2 53.0

여자 38.8 50.5 65.8 47.0

계 100.0 100.0 100.0 100.0

 (df), p =121.422(2)***, p=000

학력

무학  5.3 21.4 44.1 16.8

초등학교 35.5 45.8 38.1 40.6

중학교 25.1 14.4  7.1 18.2

고등학교 24.2 12.7  5.5 16.9

대학이상  9.9  5.8  5.3  7.5

계 100.0 100.0 100.0 100.0

 (df), p =621.656(8)***, p=.000

결혼
상태

기혼 71.6 63.5 34.7 64.1

사별 10.1 31.4 63.9 25.6

이혼 11.0 3.2 0.7 6.3

별거  1.8 0.9 0.5 1.3

미혼  5.5 0.9 0.2 2.8

계 100.0 100.0 100.0 100.0

 (df), p =735.216(8)***, p=.000

가구원수

1명 13.9 21.4 27.6 18.8

2명 35.0 48.6 34.5 41.3

3명 25.7 13.4 14.8 18.8

4명 15.8 5.7 9.1 10.4

5명 6.4 6.2 10.3 6.7

6명 이상 3.2 4.8 3.7 4.0

계 100.0 100.0 100.0 100.0

 (df), p =290.760(10)***, p=.00

〈표 4-4〉 장애노인의 연령에 따른 개인적 특성 

(단위 : %)

장애노인의 특성을 장애기간 및 장애발생시기에 따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4-5 참조). 성별의 경우 장애기간이 20년 이상인 경우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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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기간 장애발생시기

20년 미만
(N=2,910)

20년 이상
(N=1,381)

발달기
(N=550)

청장년기
(N=1,308)

고령기
(N=2,433)

성별

남자 50.4 58.5 54.2 65.0 46.3

여자 49.6 41.5 45.8 35.0 53.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df), p 24.852(1)***, p=.000 119.830(2)***, p=.000

성의 비중(58.5%)이 상 적으로 높았고, 장애발생시기의 경우에도 남성

의 경우 장애가 발달기(54.2%), 청장년기(65.0%)에 높은 반면, 여성의 

경우 장애의 발생은 고령기(53.7%)로 갈수록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여성의 수명이 남성에 비해 상 적으로 길기 때문에 노년기 

장애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은 경향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학력의 경우 장애기간에 따른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장애발생

시기의 경우 장애가 청장년기에 발생한 경우 상 적으로 중학교 이상에

서 높은 비중을 보 으며, 장애가 발달기 및 고령기에 발생한 경우 무학 

및 초등학교의 비중이 높았다. 결혼 상태의 경우 장애기간이 20년 이상인 

경우 기혼 비중(61.9%)이 상 적으로 낮았으며, 이혼(7.2%), 별거

(1.4%), 미혼(6.2%)의 비중이 높았다. 특히 장애가 발달기에 발생한 경우 

상 적으로 기혼비중(59.6%)이 낮았고, 미혼(8.9%)의 비율이 높았다. 장

애가 청장년기 발생한 경우 이혼(10.7%)과 별거(1.9%) 비중이 상 적으

로 높았으며, 장애가 고령기에 발생한 경우 사별(3.7%)이 상 적으로 높

았다. 가구원수의 경우 1인가구의 비중은 장애기간 20년 이상 집단에서 

약간 높았으나, 유의하지 않았다. 장애발생시기별로는 발달기(19.5%)와 

고령기(20.2%)에서 1인가구의 비율이 상 적으로 높았다. 

〈표 4-5〉 장애노인의 장애기간 및 장애발생시기에 따른 개인적 특성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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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기간 장애발생시기

20년 미만
(N=2,910)

20년 이상
(N=1,381)

발달기
(N=550)

청장년기
(N=1,308)

고령기
(N=2,433)

학력

무학 16.7 16.9 19.8 7.0 21.2

초등학교 40.4 41.0 40.7 35.6 43.2

중학교 18.1 18.7 16.4 25.5 14.8

고등학교 17.2 16.4 15.8 22.9 14.0

대학이상 7.7 7.0 7.3 8.9 6.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df), p 1.172(4), p=.883 218.600(8)***, p=.000

결혼
상태

기혼 65.1 61.9 59.6 70.0 61.9

사별 26.6 23.3 22.9 13.3 32.7

이혼 5.9 7.2 7.3 10.7 3.7

별거 1.2 1.4 1.3 1.9 0.9

미혼 1.2 6.2 8.9 4.1 0.8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df), p 91.900(4)***, p=.000 326.196(8)***, p=.000

가구원
수

1명 18.5 19.5 19.5 16.0 20.2

2명 42.1 39.7 37.1 36.4 44.9

3명 18.9 18.8 20.5 22.9 16.3

4명 10.3 10.4 12.5 14.9 7.4

5명 6.5 7.2 6.5 5.7 7.3

6명 이상 3.8 4.4 3.8 4.1 4.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df), p 3.492(5), p=.625 98.696(10)***, p=.000

  4. 장애노인의 건강특성 

가. 주관적 건강상태

연도별(2005년, 2011년) 장애노인의 주관적 건강상태를 분석한 결과, 

주관적 건강상태에 한 평균점수는 2005년에 2.09점에서 2011년 2.16

점으로 다소 양호해진 경향을 보 다(표 4-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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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6〉 장애노인의 주관적 건강상태 연도별 현황

(단위 : %)

2005　 2011

매우나쁨 26.4 14.2

나쁜편 46.3 56.8

좋은편 26.2 28.2

매우좋음 1.1 0.9

계 100.0 100.0

평균 2.09 2.16

표준편차 .754 .659

2011년 자료에 기초하여 장애노인의 연령에 따른 주관적 건강상태를 

분석한 결과(표 4-7 참조), 장애노인의 주관적 건강상태는 연령이 높을수

록 유의하게 낮아지는 경향을 보 다. “매우 나쁨” 응답자는 증가한 반면, 

“좋음”과 “매우 좋음” 응답은 감소한 경향을 보 다. 

〈표 4-7〉 장애노인의 연령에 따른 주관적 건강상태

(단위 : %)

주관적 건강
연령

계
50~64세 65-79세 80세 이상

매우 나쁨 10.4 16.0 21.9 14.2

나쁨 52.2 60.8 57.5 56.8

좋음 35.8 22.8 20.5 28.2

매우 좋음 1.6 0.4 0.0 0.9

계 100.0 100.0 100.0 100.0

평균(표준편차) 2.29(.667) 2.08(.632) 1.99(.652) 2.16(.659)

 (df), p / F(p) 142.082(6)***, p=.000 / 67.546(.000)*** 

사후검증(Scheffe) a≠b,c / 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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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기간 장애발생시기

20년 미만
(N=2,910)

20년 이상
(N=1,381)

발달기
(N=550)

청장년기
(N=1,308)

고령기
(N=2,433)

매우 나쁨 16.0 10.3 6.7 11.7 17.1

나쁨 58.5 53.1 50.7 53.1 60.1

좋음 24.9 35.1 40.7 33.7 22.4

매우 좋음 0.6 1.5 1.8 1.5 0.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평균
(표준편차)

2.10
(.651)

2.28
(.661)

2.38
(.637)

2.25
(.671)

2.06
(.639)

F(p)
69.617(3)***, p=.000 /

-.831(.000)***
143.770(6)***, p=.000 /

71.642(.000)***

사후검증(Scheffe) a≠b,c / b≠c

2011년 자료에 기초하여 장애노인의 장애기간 및 장애발생시기에 따

른 주관적 건강상태를 분석한 결과(표 4-8 참조), 장애기간이 20년 이상

인 경우 장애기간이 20년 미만인 경우보다 주관적 건강상태가 양호한 것

으로 나타났다. 장애발생시기별로 살펴보면, 발달기(2.38점), 청장년기

(2.25점), 고령기(2.06점)로 장애가 일찍 발생한 경우 주관적 건강상태가 

상 적으로 양호하 다. 

〈표 4-8〉 장애노인의 장애발생시기 및 장애기간에 따른 주관적 건강상태

(단위 : %)

  

 나. 만성질환

연도별(2008년, 2011년) 장애노인의 만성질환 여부를 분석한 결과 

(표 4-9 참조), 만성질환이 있는 경우는 2008년에 88.7%에 비해 2011

년에는 81.1%로 다소 낮은 경향을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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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연령

계
50~64세 65-79세 80세 이상

있음  72.7  87.7  86.1  81.1

없음  27.3  12.3  13.9  18.9

계 100.0 100.0 100.0 100.0

 (df), p 148.267(2)***, p=.000 

〈표 4-9〉 장애노인의 만성질환 여부 연도별 현황

(단위 : %)

구분 2008 2011

있음  88.7  81.1

없음  11.3  18.9

계 100.0 100.0

2011년 실태조사 결과에 기초하여 연령에 따른 만성질환 여부를 분석

한 결과(표 4-10 참조), 연령이 높을수록 만성질환이 있는 비중이 높아지

는 발견할 수 있었다(50-64세: 72,7%, 65-79세: 87.7%, 80세 이상: 

86.1%). 

〈표 4-10〉 장애노인의 연령에 따른 만성질환 

(단위 : %)

2011년 실태조사 결과에 기초하여 장애기간 및 장애발생시기에 따른 

만성질환 여부를 분석한 결과(표 4-11 참조), 만성질환이 있는 경우는 장

애기간이 짧고 장애발생시기가 이를수록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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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기간 장애발생시기

20년 미만
(N=2,910)

20년 이상
(N=1,381)

발달기
(N=550)

청장년기
(N=1,308)

고령기
(N=2,433)

있음  84.2  74.6  69.5  74.9  87.1

없음  15.8  25.4  30.5  25.1  12.9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df) 56.414(1)***, p=.000 137.468(2)***, p=.000

〈표 4-11〉 장애노인의 장애발생시기 및 장애기간에 따른 만성질환

(단위 : %)

  5. 장애노인의 돌봄특성 

가. 장애노인의 일상생활 도움정도

장애노인의 연도별(2005년, 2008년, 2011년) 일상생활 도움정도를 

살펴보면(표 4-12 참조), 일상생활 도움정도는 2005년 2.18점, 2008년

2.20점, 2011년 1.87점으로 다소 낮아진 경향을 보 다. 2011년의 경우 

일부도움이 필요한 경우는 13.5%, 부분 도움이 필요한 경우 5.9%, 거

의 모든 일 도움 필요한 경우는 5.9% 다. 이는 장애노인의 경우 장애가 

경증인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표 4-12〉 장애노인의 일상생활 도움정도

(단위 : %)

2005　 2008 2011

모든 일상생활 혼자 가능　 44.2 40.1 57.5

대부분 혼자 가능　 18.8 20.5 17.0

일부 도움 필요 19.8 24.2 13.5

대부분 도움 필요 9.3 10.2 5.9

거의 모든 일 도움 필요 7.9 5.0 5.9

계 100.0 100.0 100.0

평균 2.18 2.20 1.87

표준편차 1.300 1.211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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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자료에 기초하여 연령에 따른 일상생활 도움정도를 분석한 결

과(표 4-13 참조), 연령이 높을수록 일상생활 도움정도가 높아지는 경향

을 보 다. 거의 모든 일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는 50-64세 2.9%, 65-79

세 6.5%, 80세 이상 15.8%로 연령의 증가에 따라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경

향을 보 다. 

〈표 4-13〉 장애노인의 연령에 따른 일상생활 도움정도

(단위 : %)

　
연령

계
50~64세 65-79세 80세 이상

모든 일상생활 혼자 가능　 68.9 54.3 26.3 57.7

대부분 혼자 가능　 13.4 19.1 22.6 17.0

일부 도움 필요 9.9 14.7 23.1 13.5

대부분 도움 필요 4.9 5.4 12.3 5.9

거의 모든 일 도움 필요 2.9 6.5 15.8 5.9

계 100.0 100.0 100.0 100.0

평균(표준편차)
1.60

(1.041)
1.91

(1.216)
2.69

(1.391)
1.85

(1.207)

 (df), p / F(p) =331.869(8)***, p=.000 / 159.744(.000)***

사후검증(Scheffe) a≠b,c / b≠c

2011년 자료에 기초하여 장애발생시기 및 장애기간에 따른 일상생활 

도움정도를 분석한 결과(표 4-14 참조), 장애기간이 짧은 경우와 장애발

생시기가 늦은 경우 일상생활도움 정도가 높은 경향을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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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4〉 장애노인의 장애발생시기 및 장애기간에 따른 일상생활 도움정도

(단위 : %)

　
장애기간 장애발생시기

20년 미만
(N=2,910)

20년 이상
(N=1,381)

발달기
(N=550)

청장년기
(N=1,308)

고령기
(N=2,433)

모든 일상생활 혼자 가능　 56.8 59.9 61.7 67.4 51.7

대부분 혼자 가능　 17.4 16.2 14.8 13.8 19.2

일부 도움 필요 13.1 14.2 15.8 10.7 14.4

대부분 도움 필요 5.7 6.3 5.1 5.5 6.3

거의 모든 일 도움 필요 7.0 3.5 2.6 2.6 8.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평균(표준편차)
1.89

(1.243)
1.77

(1.121)
1.72

(1.62)
1.62

(1.045)
2.00

(1.291)

X2(df), p / F(P)
X2=23.598(4)***, 

p=.000 / 2.997(.003)**
X2=127.065(8)***, p=.000/

47.543(.000)***

사후검증(Scheffe) a,b≠c c≠a,b

나. 장애노인의 도움 주는 사람 여부 

장애노인의 연도별(2005년, 2008년, 2011년) 도움 주는 사람 여부를 

살펴보면(표 4-15 참조), 도움 주는 사람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2005

년 85.2%에서 2008년 88.8%로 다소 높아졌으나, 2011년 82.8% 약간 

감소하 다. 

〈표 4-15〉 장애노인의 도움 주는 사람 여부 연도별 현황

(단위 : %)

2005　 2008 2011

예  85.2  88.8  82.8

아니오  14.8  11.2  17.2

계 100.0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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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자료에 기초하여 장애노인의 연령에 따른 도움 주는 사람 여부

를 살펴보면(표 4-16 참조), 50-64세 85.5%, 65-79세 82.3%, 80세 이

상 88.2%로, 65세 이후 다소 낮아졌다가, 80세 이후 다시 높아졌다. 

 

〈표 4-16〉 장애노인의 연령에 따른 도움 주는 사람 여부

(단위 : %)

　도와주는 이 
여부

연령
계

50~64세 65-79세 80세 이상

있음  85.5  82.3  88.2  82.8

없음  19.5  17.7  11.8  17.2

계 100.0 100.0 100.0 100.0

 (df), p =9.016(2)*, p=.011

2011년 자료에 기초하여 장애노인의 장애기간 및 장애발생시기에 따

른 도움 주는 사람 여부를 살펴보면(표 4-17 참조), 장애기간과 장애발생

시기에 따른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표 4-17〉 장애노인의 장애기간 및 장애발생시기에 따른 도와주는 이 여부

(단위 : %)

장애기간 장애발생시기

20년 미만
(N=2,910)

20년 이상
(N=1,381)

발달기
(N=550)

청장년기
(N=1,308)

고령기
(N=2,433)

있음  83.1  82.1  81.9  80.1  83.9

없음  16.9  17.9  18.1  19.9  16.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df), p X2=.238(1), p=.625 X2=3.336(2), p=.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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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2011

매우부족 7.3 6.0

부족한 편 34.2 33.0

충분한 편 49.9 54.9

매우 충분 8.6 6.1

계 100.0 100.0

평균 2.39 2.61

표준편차 .694 .694

다. 장애노인의 도움 충분성

연도별(2005년, 2011년) 장애노인의 도움 충분성을 살펴보면(표 

4-18 참조), 도움충분성은 2005년 평균 2.39점에서 2011년 2.61점으

로 다소 높아진 경향을 보 다. 2011년의 경우 충분하다는 견해가 61%

로 부족하다는 견해(39%)에 비해 높았다. 

〈표 4-18〉 장애노인의 도움 충분성 연도별 현황

(단위 : %)

2011년 자료에 기초한 연령에 따른 도움 충분성 결과(표 4-19 참조), 

연령에 따른 도움충분성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4-19〉 장애노인의 연령에 따른 도움 충분성

(단위 : %)

　현재 도움 충분도
연령

계
50~64세 65-79세 80세 이상

매우부족 5.6 6.5 5.6 6.0

부족한 편 33.5 31.0 37.2 33.0

충분한 편 54.8 56.3 31.2 54.9

매우 충분 6.1 6.2 6.0 6.1

계 100.0 100.0 100.0 100.0

 (df), p / F(p) =3.876(6), p=.6944 / .473(.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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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자료에 기초한 장애기간 및 장애발생시기에 따른 도움 충분성 

결과를 아래의 <표 4-20>에 제시하 다. 분석결과 장애기간 및 장애발생

시기에 따른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4-20〉 장애노인의 장애기간 및 장애발생시기에 따른 현재 도움 충분성

(단위 : %)

　도움 충분도
장애기간 장애발생시기

20년 미만
(N=2,910)

20년 이상
(N=1,381)

발달기
(N=550)

청장년기
(N=1,308)

고령기
(N=2,433)

매우부족 6.1 5.9 7.6 6.1 5.8

부족한 편 33.4 32.1 31.4 32.2 33.6

충분한 편 54.4 55.8 57.0 55.0 54.4

매우 충분 6.1 6.2 4.1 6.7 6.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X2(df), p / F(P)
X2=.309(3)***, p=.958

/.441(.659)
X2=2.683(6), p=.847/

.272(.762)

라. 장애노인의 외부 도우미 필요여부

장애노인의 연도별(2005년, 2008년, 2011년) 외부 도우미 필요여부

를 살펴보면(표 4-21 참조), “필요없음”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2005년 

62.3%, 2008년 63.4%에 비해 2011년의 경우 49.3%로 낮아진 결과를 

보 다. 특히 무료라면 이용하겠다는 응답은 41.7%, 유로라도 응답하겠

다는 응답도 9.0%로 크게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외부 도우미 

욕구가 전반적으로 증가한 경향을 보 다. 이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와 

같은 돌봄서비스가 증가하여 서비스 이용을 위한 인식이 확산된 결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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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1〉 장애노인의 외부 도우미 필요여부 연도별 현황

(단위 : %)

2005　 2008 2011

무료라면 이용 34.3 18.3 41.7

유료라도 이용 2.9 6.0 9.0

필요없음 62.8 63.4 49.3

계 100.0 100.0 100.0

2011년 자료에 기초하여 장애노인의 연령에 따른 외부 도우미 필요여

부를 살펴보면(표 4-22 참조), 연령이 높을수록 무료라면 이용하겠다는 

응답은 39.8%(50-64세), 40.9%(65-79세), 47.7%(80세 이상)로 증가하

는 경향을 보 으며, 유로라도 이용하겠다는 응답 역시 6.5%(50-64세), 

9.8%(65-79세), 11%(80세 이상)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 다. 

〈표 4-22〉 장애노인의 연령에 따른 외부도우미 필요여부

(단위 : %)

　외부인 필요
연령

계
50~64세 65-79세 80세 이상

무료라면 이용 39.8 40.9 47.7 41.7

유료라도 이용 6.5 9.8 11.1 9.0

필요없음 53.8 49.3 41.2 49.3

계 100.0 100.0 100.0 100.0

 (df), p / F(p) =16.458(4)**, p=.002

2011년 자료에 기초하여 장애노인의 장애기간 및 장애발생시기에 따

른 외부 도우미 필요여부를 살펴보면(표 4-23 참조), 장애기간이 긴 경우 

무료라면 이용하겠다는 응답이 42.8%로 약간 높았으나, 유로라도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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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겠다는 응답은 5.8%로 상 적으로 낮은 경향을 보 다. 

장애발생시기가 이른 경우 무료라도 이용하겠다는 큰 차이가 없었으

나, 유료라도 이용하겠다는 응답은 장애발생시기가 이른 경우 낮은 경향

을 보 다. 즉 장애기간이 길고 장애가 이른 시기에 발생한 장애인의 노

화(Aging with Disability)를 경험하는 인구의 경우 유료이용 욕구는 낮

은 경향을 보 는데, 이러한 경향은 가구소득이 상 적으로 낮은 경향과 

관계가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표 4-23〉 장애노인의 장애기간 및 장애발생시기에 따른 외부도우미 필요여부

(단위 : %)

외부인 필요
장애기간 장애발생시기

20년 미만
(N=2,910)

20년 이상
(N=1,381)

발달기
(N=550)

청장년기
(N=1,308)

고령기
(N=2,433)

무료라면 이용 41.4 42.8 41.4 41.3 42.0

유료라도 이용 10.4 5.8 2.9 7.3 10.7

필요없음 48.2 51.4 55.7 51.4 47.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X2(df), p / 
F(P)

X2=10.220(2)**, p=.006 X2=17.291(4)**, p=.002

  6. 장애노인의 외부활동 및 생활만족도 

가. 혼자 외출가능 여부

연도별(2005년, 2008년, 2011년) 장애노인의 혼자 외출가능 여부를 

살펴보니(표 4-24 참조), 혼자 외출 가능한 경우는 2005년 82.6%, 2008년 

81.4%에 비해 2011년의 경우 86.7%로 다소 높아 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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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4〉 장애노인의 혼자 외출가능 여부 연도별 현황

(단위 : %)

2005　 2008　 2011

가능  82.6  81.4  86.7

불가능  17.4  18.6  13.3

계 100.0 100.0 100.0

2011년 자료에 기초하여 장애노인의 연령에 따른 혼자 외출가능 여부

를 분석한 결과(표 4-25 참조), 혼자 외출 가능한 인구는 연령이 증가할

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 다(50-64세: 92.2%, 65-79세 85.7%, 80세 

이상 67.8%). 

 

〈표 4-25〉 장애노인의 연령에 따른 혼자 외출가능 여부

(단위 : %)

연령
계　

50-64세 65-79세 80세 이상

가능 92.2 85.7 67.8 86.7

불가능 7.8 14.3 32.2 13.3

계 100.0 100.0 100.0 100.0

 (df), p =185.320(2)***, p=.000

2011년 자료에 기초하여 장애노인의 장애기간 및 장애발생시기에 따

른 혼자 외출가능 여부(표 4-26 참조)는 장애기간이 20년 이상(88.7%)인 

경우 20년 미만(85.7%)에 비해 혼자 외출 가능 인구의 비중이 상 적으

로 높았으며, 장애가 발달기 발생(8.2%)한 경우 고령기(16.9%)에 비해 

혼자 외출가능 인구의 비중이 상 적으로 높았다. 이는 장애기간이 길수

록 그리고 발달기에 발생한 경우 일수록 자신의 장애에 적응하게 되고, 

또한 훈련을 통해 혼자서 외출이 가능할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는 시간

이 있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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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6〉 장애노인의 장애발생시기 및 장애기간에 따른 혼자 외출가능

(단위 : %)

장애기간 장애발생시기

20년 미만
(N=2,910)

20년 이상
(N=1,381)

발달기
(N=550)

청장년기
(N=1,308)

고령기
(N=2,433)

가능 85.7 88.7 91.8 91.2 83.1

불가능 14.3 11.3 8.2 8.8 16.9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df), p =7.137(1)***, p=.000 =62.753(2)***, p=.000

나. 장애노인의 외출빈도 

2011년 자료에 기초하여 장애노인의 연령에 따른 외출빈도를 분석한 

결과(표 4-27 참조), 전체노인의 62.5%가 거의 매일 외출한다고 응답하

으며, 22.5%는 주 1-3회, 9.6%는 월 1-3회, 5.4%는 전혀 외출하지 않

았다. 즉, 연령이 높을수록 전혀 외출하지 않는 인구가 3.3%(50-64세), 

5.2%(65-79세), 15.8%(80세 이상)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 으며, 거의 

매일 외출하는 인구는 연령이 낮을수록 증가하 다(50-64세 70.3%, 

65-79세 59.6%, 80세 이상 42.5%). 

 

〈표 4-27〉 장애노인의 연령에 따른 외출빈도

(단위 : %)

연령
계

50~64세 65-79세 80세 이상

거의 매일 70.3 59.6 42.5 62.5

주1-3회 20.1 24.7 22.1 22.5

월 1-3회 6.3 10.4 19.6 9.6

전혀 외출하지 않음 3.3 5.2 15.8 5.4

계 100.0 100.0 100.0 100.0

 (df), p =227.581(6)***, p=.000



제4장 장애노인 실태 191

2011년 자료에 기초하여 장애노인의 장애기간 및 장애발생시기에 따

른 외출빈도를 살펴보면(표 4-28 참조), 거의 매일 외출하는 인구는 장애

기간 20년 이상(67.1%)이 20년 미만(60.3%)에 비해 약간 높았고, 고령

기 장애발생 인구의 경우 거의 매일 외출하는 인구가 56.4%로 가장 낮았

으며, 전혀 외출하지 않는 인구는 7.1%로 가장 높았다. 

〈표 4-28〉 장애노인의 장애발생시기 및 장애기간에 따른 외출 빈도

(단위 : %)

장애기간 장애발생시기

20년 미만
(N=2,910)

20년 이상
(N=1,381)

발달기
(N=550)

청장년기
(N=1,308)

고령기
(N=2,433)

거의 매일 60.3 67.1 70.4 70.5 56.4

주1-3회 24.1 19.0 19.5 19.3 24.9

월 1-3회 9.7 9.5 7.6 6.7 11.6

전혀 외출하지 않음 5.9 4.3 2.5 3.6 7.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df), p =22.225(3)***, 
p=.000 =101.069(6)***, p=.000

 

다. 문화 및 여가참여

2011년 자료에 기초하여 장애노인의 연령, 장애기간, 장애발생시기에 

따른 여가활동 참여수준을 분석한 결과(표 4-29 참조), 연령이 높을수록 

여가활동 참여수준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 다. 장애기간의 경우 장애기

간이 긴 경우 상 적으로 여가활동 참여수준이 높은 반면, 고령기 장애발

생 인구의 여가활동 참여수준은 상 적으로 낮은 경향을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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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평균 표준편차 F/t(p)
사후검증
(Scheffe)

연령

50~64세 2.23 .802

10.103(.000)*** c≠a,b65~79세 2.18 .803

80세 이상 2.04 .844

〈표 4-29〉 장애노인의 연령, 장애기간, 장애발생시기에 따른 여가참여 수준

구분　 평균 표준편차 F/t(p)
사후검증
(Scheffe)

연령

50~64세 .25 .133

106.521(.000)***
a≠b,c
b≠c

65~79세 .21 .118

80세 이상 .16 .104

장애기간
20년 미만 .22 .125

-2.646(.008)**
20년 이상 .23 .130

장애발생
시기

발달기 .24 .132

50.427(.000)*** c≠a,b
청장년기 .25 .131

고령기 .20 .119

계 .244 .127

주: 여가활동 참여수준의 경우 실태조사의 전체 지표의 평균값 사용

2011년 자료에 기초하여 장애노인의 연령, 장애기간, 장애발생시기에 

따른 여가활동 만족도 수준을 분석한 결과(표 4-30 참조), 연령이 높을수

록 여가활동 만족도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 으며, 특히 80세 이상의 여가

활동 만족도가 낮았다. 

장애기간별로 여가활동 만족도를 살펴본 결과, 장애기간이 20년 이상

인 경우 여가활동 만족도가 높고, 장애가 이른 시기에 발생할수록 여가활

동만족도가 높았다. 주목할 점은, 고령기 발생 장애인의 여가활동 만족도

가 가장 낮았다. 

〈표 4-30〉 장애노인의 연령에 따른 여가활동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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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평균 표준편차 F/t(p)
사후검증
(Scheffe)

장애기간
20년 미만 2.17 .806

-2.644(.008)**
20년 이상 2.24 .813

장애
발생시기

발달기 2.30 .811

10.081(.000)*** c≠a,b
청장년기 2.23 .804

고령기 2.15 .808

계 2.19 .809

라. 생활만족도 

장애노인의 연령, 장애기간, 장애발생시기에 따른 생활만족도 분석결

과(표 4-31 참조), 연령이 높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

다. 장애기간의 경우 장애기간이 긴 경우 상 적으로 생활만족도가 높았

으며, 장애발생시기가 빠른 경우 생활만족도가 높은 경향을 보 다. 

〈표 4-31〉 장애노인의 연령, 장애기간, 장애발생시기에 따른 생활만족도

항목　 평균 표준편차 F(p)
사후검증
(Scheffe)

연령

50-64세 2.57 .521

37.749(.000)**
*

a≠b,d
b≠c

65-79세 2.49 .503

80세 이상 2.35 .501

장애기간
20년 미만 2.49 .509

-2.108(.035)*
20년 이상 2.53 .525

장애발생
시기

발달기 2.57 .521

12.241(.000)**
*

c≠a,b
청장년기 2.55 .524

고령기 2.47 .505

계 2.501 .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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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장애노인의 사회적 차별 

가. 장애노인의 차별느낌

장애노인의 연도별(2005년, 2008년, 2011년) 차별느낌 수준 <표 

4-32>은 2005년 2.09점에 비해 2011년 2.20점으로 장애노인의 주관적

으로 느끼는 차별느낌이 다소 증가하 다. 특히 차별을 전혀 느끼지 않는 

경우가 2005년의 경우 30.6% 으나, 2011년 24.1%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 다. 

차별을 느끼는 경우(가끔+항상)는 2005년 31.8%에서 2011년 36.7%

로 증가하 다. 이는 장애인 차별에 한 사회적 인식의 확산으로 이전에

는 차별로 느끼지 못하는 상황에 한 차별느낌의 증가로 추측할 수 있다. 

〈표 4-32〉 장애노인의 차별느낌 연도별 현황

(단위 : %)

2005　 2011

전혀 느끼지 않음 30.6 24.1

별로 느끼지 않음 37.4 39.3

가끔 느낌 23.4 28.5

항상 느낌 8.4 8.2

계 100.0 100.0

평균 2.09 2.20

표준편차 .931 .900

2011년 자료에 기초하여 장애노인의 연령에 따른 차별느낌을 수준 

<표 4-33>은, 차별을 느끼는 경우(가끔 느낌+항상 느낌)는 50-64세의 

경우 38.9% 으나, 65-79세는 32.9%, 80세 이상은 32.4%로 50-64세



제4장 장애노인 실태 195

연령
전체

50~64세 65-79세 80세 이상

전혀 느끼지 않음 24.3 27.2 24.4 24.1

별로 느끼지 않음 36.7 39.9 43.2 39.3

가끔 느낌 28.9 27.0 26.7 28.5

항상 느낌 10.0 5.9 5.7 9.2

계 100.0 100.0 100.0 100.0

평균 2.25(.934) 2.12(.875) 2.14(.850) 2.17(.900)

 (df), p/F(p) 33.402(6)***, p=.000 / 10.549(.000)***

사후검증(Scheffe) a≠b

의 차별느낌 수준이 가장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이들 인구의 경우 외부

활동 수준이 가장 높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또한 노년기에 이

르면서 많은 노인들이 장애를 경험하기 때문에 장애로 인한 차별느낌 수

준이 낮아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4-33〉 장애노인의 연령에 따른 차별느낌

(단위 : %)

2011년 자료에 기초하여 장애노인의 장애기간 및 장애발생시기에 따

른 차별느낌 수준 <표 4-34>은 장애기간이 20년 이상인 경우 차별을 느

끼는(항상+가끔) 비중이 44.2%인 반면, 20년 미만인 경우 31.2%로 장애

기간이 긴 경우 차별느낌 수준이 높았다. 

장애발생시기의 경우 차별을 느끼는 경우(항상+가끔)는 발달기 

51.8%, 청장년기 38.1%, 고령기 32.2%로 장애가 이른 시기에 발생한 경

우 차별느낌 수준이 높았다. 즉 연령이 높을수록 차별느낌이 감소하지만, 

장애인의 노화(Aging with Disability)를 경험하며 장기간 살아온 장애

인구의 경우 상 적으로 사회적으로 느끼는 차별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196 장애노인 대상의 통합적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책 방안

〈표 4-34〉 장애노인의 장애발생시기 및 장애기간에 따른 차별느낌

(단위 : %)

장애기간 장애발생시기

20년 미만
(N=2,910)

20년 이상
(N=1,381)

발달기
(N=550)

청장년기
(N=1,308)

고령기
(N=2,433)

전혀 느끼지 않음 27.5 22.0 16.7 24.2 28.6

별로 느끼지 않음 41.3 33.7 31.5 37.7 41.2

가끔 느낌 25.0 33.5 38.7 29.1 24.5

항상 느낌 6.2 10.7 13.1 9.0 5.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평균
2.10

(.874)
2.33

(.936)
2.48

(.921)
2.23

(.917)
2.07

(.901)

 (df), p/F(p)
74.045(3), p=.000*** / 

-7.864(.000)***
108.345(6)***, p=.000 / 50.950(.000)

사후검증(Scheffe) a≠b,c / b≠c

나. 장애노인의 우리나라 차별인식 

장애노인의 연도별(2005년, 2011년) 우리나라 차별인식 수준 <표 

4-35>은 2005년에 비해 2011년 다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차별이 

많다(매우+약간)고 응답한 경우 2005년 74.5%에서 2011년 77.9%로 증

가하 다. 

〈표 4-35〉 장애노인의 우리나라 차별인식 연도별 현황

 (단위 : %)

2005　 2011

전혀 없다 0.6 0.9

별로 없다 15.1 21.1

약간 많다 42.5 48.7

매우 많다 32.0 29.2

계 100.0 100.0

평균 3.15 3.06

표준편차 .684 .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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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전체

50~64세 65-79세 80세 이상

전혀 없다 0.5 1.4 0.5 0.9

별로 없다 17.3 25.4 27.4 21.1

약간 많다 48.0 49.0 48.2 48.7

매우 많다 34.1 24.2 24.0 29.2

계 100.0 100.0 100.0 100.0

평균 3.16(.714) 2.96(.743) 2.96(.729) 3.04(.736)

 (df), p / F(p) =81.609(6)***, p=.000 / 39.219(.000)***

사후검증(Scheffe) a≠b,c

2011년 자료에 기초하여 장애노인의 연령에 따른 우리나라 차별인식 

<표 4-36>은 차별이 많다(매우+약간)고 응답한 경우 50-64세 82.1%, 

64-79세 73.2%, 80세 이상 72.2%로 연령이 증가하면서 우리나라 차별

인식 수준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 다. 

〈표 4-36〉 장애노인의 연령에 따른 우리나라 차별인식

(단위 : %)

2011년 자료에 기초하여 장애노인의 장애기간 및 장애발생시기에 따

른 우리나라 차별인식 수준 <표 4-37>은 장애기간의 경우 우리나라 차별

이 많다(매우+약간)고 응답한 경우 20년 이상(79.7%)이 20년 미만

(76.7%)에 비해 상 적으로 높았다. 장애발생시기의 경우 우리나라 차별

이 많다(매우+약간)고 응답한 경우 발달기(80.2%)가 가장 많았으며, 다

음으로 청장년기(73.7%), 고령기(43.8%)의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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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7〉 장애노인의 장애발생시기 및 장애기간에 따른 우리나라 차별인식

(단위 : %)

장애기간 장애발생시기

20년 미만
(N=2,910)

20년 이상
(N=1,381)

발달기
(N=550)

청장년기
(N=1,308)

고령기
(N=2,433)

전혀 없다 1.0 0.8 0.5 1.2 18.9

별로 없다 23.3 19.6 19.2 25.1 36.3

약간 많다 48.7 48.2 47.6 49.1 36.3

매우 많다 27.0 31.5 32.6 24.6 8.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평균 3.02(.737) 3.10(.729) 3.19(.710) 3.12(.724) 2.97(.738)

 (df), p / F(p)
12.949(3)***, p=.005/ 

-3.598(.000)***
60.741(6)***, p=.000/ 

30.209(.000)***

사후검증(Scheffe) a,b≠c

  8. 경제적 특성 

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여부 

장애노인의 연도별(2005년, 2008년, 2011년) 기초생활보장 수급여부 

<표 4-38>는 일반수급의 경우 2005년 12.6%, 2008년 18.3%, 2011년 

11.5%로 나타났으며, 조건부 수급의 경우 2005년 0.6%, 2008년 0.3%, 

2011년 0.3%로 나타났다. 의료교육자활특례의 경우 2005년 1.1%, 

2008년 0.6%, 2011년 0.0%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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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8〉 장애노인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여부 연도별 현황
(단위 : %)

2005　 2008 2011

미수급 85.8 80.8 88.2
일반수급 12.6 18.3 11.5

조건부수급 0.6 0.3 0.3
의료교육자활특례 1.1 0.6 0.0

계 100.0 100.0 100.0

2011년 자료에 기초하여 장애노인의 연령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수급

여부를 살펴보면(표 4-39 참조), 50-64세가 일반수급(13.8%), 조건부수

급(0.4%)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경향을 보 다. 

〈표 4-39〉 장애노인의 연령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여부
(단위 : %)

주관적 건강
연령

계
50~64세 65-79세 80세 이상

미수급 85.7 90.3 88.8 88.2

일반수급 13.8 9.5 11.2 11.5

조건부수급 0.4 0.2 0.0 0.3

계 100.0 100.0 100.0 100.0

 (df), p 20.970(4)***, p=.000

2011년 자료에 기초하여 장애노인의 장애기간 및 장애발생시기에 따

른 기초생활보장 수급 여부를 살펴보면(표 4-40 참조), 장애기간이 20년 

이상인 경우는 수급자 비중이 16.1% 으며, 20년 미만인 경우 9.5%로 

장애기간이 긴 경우 수급자 비중이 높았다. 

장애발생시기별 수급자 비중은 19.6%(발달기), 13.7%(청장년기), 고

령기(8.9%)로 장애가 일찍 발생한 경우 수급자 비중이 높았다. 이러한 경

향은 장애기간이 길고 장애가 일찍 발생할수록 경제적 어려움을 느끼는 

인구가 더 많은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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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0〉 장애노인의 장애발생시기 및 장애기간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여부

(단위:%) 

장애기간 장애발생시기

20년 미만
(N=2,910)

20년 이상
(N=1,381)

발달기
(N=550)

청장년기
(N=1,308)

고령기
(N=2,433)

미수급 90.4 83.6 80.4 86.3 91.1

일반수급 9.3 15.9 18.9 13.5 8.7

조건부수급 0.2 0.4 0.7 0.2 0.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df), p 42.199(2)***, p=.000 58.380(4)***, p=.000

나. 장애노인의 건강보험 가입형태

장애노인의 연도별(2005년, 2008년, 2011년) 건강보험 가입형태를 

살펴보면(표 4-41 참조), 직장가입자의 비중이 2005년 47.9%, 2008년 

48.1%, 2011년 56.8%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 다. 지역가입자 비중은 

2005년 36.0%에서 2008년 28.9%, 2011년 28.4%로 다소 감소하는 경

향을 보 으며, 의료급여(1+2종)의 경우도 2005년 16%, 2008년 

21.8%, 2011년 14.3%를 나타냈다. 

〈표 4-41〉 장애노인의 건강보험 가입형태 연도별 현황

(단위 : %)

2005　 2008 2011

직장 47.9 48.1 56.8

지역 36.0 28.9 28.4

의료급여1종 11.5 17.1 12.7

의료급여2종 4.5 4.7 1.6

기타 0.0 1.2 0.5

계 100.0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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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자료에 기초하여 장애노인의 연령에 따른 건강보험 가입형태

를 살펴보면(표 4-42 참조), 의료급여 수급자(1종+2종)의 경우 50-64세 

14.6%, 65-79세, 9.7%, 80세 이상 11.2%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수급비

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42〉 장애노인의 연령에 따른 건강보험 가입형태

(단위 : %)

연령

계50~64세 65-79세 80세 이상

직장 52.6 61.8 61.4 57.8

지역 32.6 28.0 26.3 29.8

의료급여1종 12.4 9.0 10.7 10.6

의료급여2종 2.2 0.7 0.5 1.3

기타 0.3 0.4 1.1 0.5

계 100.0 100.0 100.0 100.0

 (df), p 56.823(8)***, p=.000

2011년 자료에 기초하여 장애노인의 장애기간 및 장애발생시기별 건

강보험 가입형태를 살펴보면(표 4-43 참조), 장애기간이 20년 이상인 경

우 직장가입자 비중은 상 적으로 낮으며, 의료급여의 비중이 상 적으

로 높은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의료급여 수급자(1종+2종)의 경우 장애기간 20년 이상인 경우 16.8%

으며, 20년 미만인 경우는 9.6%로 나타났다. 장애발생시기별로는 장

애가 어린연령에서 발생할수록 직장가입자 비중은 낮으며, 의료급여 비

중이 높은 경향을 보 다. 의료급여 수급자(1종+2종)의 경우 발달기 

20%, 청장년기 13.9%, 고령기 8.9%순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하면, 장애

기간이 길고 장애가 이른 시기에 발생한 경우 의료급여 수급자 비중이 상

적으로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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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3〉 장애노인의 장애발생시기 및 장애기간에 따른 건강보험 가입형태

(단위 : %) 

장애기간 장애발생시기

20년 미만
(N=2,910)

20년 이상
(N=1,381)

발달기
(N=550)

청장년기
(N=1,308)

고령기
(N=2,433)

직장 60.3 52.7 47.4 52.8 63.0

지역 29.7 30.0 32.4 32.7 27.6

의료급여1종 8.4 15.1 17.1 12.3 8.1

의료급여2종 1.2 1.7 2.9 1.6 0.8

기타 0.4 0.6 0.2 0.6 0.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df), p 51.084(4)***, p=.000 93.492(8)***, p=.000

다. 장애노인의 월평균 개인소득

장애노인의 연도별(2005년, 2008년, 2011년) 월평균 개인소득의 연도

별 현황을 살펴보면(표 4-44 참조), 월평균 개인소득은 2005년 46.88만

원, 2008년 50.37만원, 2011년 74.8만원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 다. 

〈표 4-44〉 장애노인의 월평균 개인소득 연도별 현황

(단위 : 만원)

2005　 2008 2011

개인소득
평균 46.88 50.37 74.80

표준편차 68.957 80.588 101.289

2011년 자료에 기초하여 장애노인의 연령별, 장애기간별, 장애발생시

기별 월평균 개인소득을 분석한 결과(표 4-45 참조), 연령이 높을수록 월

평균 개인소득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 으며, 65세 이후 유의한 차이를 보



제4장 장애노인 실태 203

다. 장애기간의 경우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장애발생시기별로 

살펴보면, 청장년기 장애발생 장애인의 개인소득이 가장 높았으며, 발달

기 장애발생 장애인의 개인소득이 가장 낮았다. 

  

〈표 4-45〉 장애노인의 연령, 장애기간, 장애발생시기에 따른 월평균 개인소득

(단위 : 만원)

항목 평균 표준편차 F(p)
사후검증
(Scheffe)

연령

50-64세 110.87 335.716 27.42(.000)
*** a≠b,c65-79세  60.60  70.336

80세 이상  42.88  46.956

장애기간
20년 미만  79.86 278.065

-.224(.822)
20년 이상  81.62 127.492

장애발생시기

발달기  83.74 162.323

7.631(.000)
***

b≠c
청장년기 100.75 129.319

고령기  68.76 293.962

계  80.43 240.123

라. 장애노인의 월평균 가구소득

장애노인의 연도별(2005년, 2008년, 2011년) 월평균 가구소득의 연

도별 현황을 아래의 <표 4-46>에 제시하 다. 월평균 가구소득의 경우 

2005년 140.64만원, 2008년 165.65만원, 2011년 183.09만원으로 증

가하는 경향을 보 다. 

〈표 4-46〉 장애노인의 월평균 가구소득 연도별 현황

(단위 : 만원)

2005　 2008 2011

가구소득
평균 140.64 165.65 183.09

표준편차 125.247 154.724 164.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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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노인의 연령, 장애기간, 장애발생시기별 월평균 가구소득을 분석

한 결과(표 4-47 참조), 연령별로는 50-64세의 월평균 가구소득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높았으며, 65-79세의 월평균 가구소득이 가장 낮았다. 장

애기간별로는 장애기간이 20년 이상인 경우 월평균 가구소득이 상 적으

로 낮았다. 장애발생시기별로는 발달기, 고령기 장애발생 장애인 가구의 

소득이 상 적으로 낮았으며, 청장년기 장애발생 장애인 가구소득은 높

은 경향을 보 다. 

장애인 가구의 가구소득 차이는 장애로 인한 장기적효과와 단기적 효

과 두 가지로 추정할 수 있다. 장애기간이 긴 장애인의 경우, 오랜기간 장

애로 인해 살아오는 과정에서 개인소득과 가구소득이 낮아질 위험이 크

다. 또한 장애노인의 경우 장애발생이 단기적으로 가구소득의 위험요인

이 될 수 있다. 고령기 장애발생가구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비중이 낮은 이유는 그 동안 축적된 가구자산의 효과로 추정된다. 

〈표 4-47〉 장애노인의 연령, 장애기간, 장애발생시기에 따른 월평균 가구소득

(단위 : 만원)

항목 평균 표준편차 F(p)
사후검증
(Scheffe)

연령

50-64세 234.07 433.205
30.989(.000)**

*
a≠b,c65-79세 158.17 146.151

80세 이상 169.09 171.803

장애기간
20년 미만 197.99 356.724

2.374(.018)*
20년 이상 179.26 164.115

장애
발생시기

발달기 181.36 188.488

5.295(.005)** b≠c
청장년기 215.07 317.824

고령기 181.94 323.899

계 191.96 308.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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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장애노인의 복지욕구

장애노인의 연도별(2008년, 2011년) 복지욕구를 살펴보면(표 4-48 

참조), 2008년의 경우 의료보장 욕구(37.7%)가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소득보장(22.4%), 주거보장(14.7%), 고용보장(5.3%)의 순이었으나, 

2011년의 경우 소득보장(38.2%)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의료보장

(36.4%), 주거보장(7.3%), 고용보장(6.9%)의 욕구가 높았다. 

〈표 4-48〉 장애노인의 국가에 대한 요구사항(1순위)

(단위 : %)

2008 2011

소득보장　 22.4 38.2

의료보장 37.7 36.4

고용보장 5.3 6.9

주거보장 14.7 7.3

이동권보장 3.2 2.3

보육.교육보장 0.9 0.7

문화여가·체육활동보장 1.2 1.4

장애인인권보장 4.3 2.7

장애인식개선 2.8 1.2

장애예방 4.4 1.0

기타 0.5 0.3

없음 2.6 1.5

계 100.0 100.0

주: 2005년도 사회 및 국가에 한 요구사항은 2008년 및 2011년과 달라 비교가 불가함. 

2011년 자료에 기초하여 장애노인의 연령에 따른 복지욕구를 살펴보

면(표 4-49 참조), 연령이 높을수록 의료보장 욕구와 이동권보장 욕구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 다. 소득보장 욕구의 경우, 연령이 증가할수록 소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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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하 다. 반면에 주거보장욕구의 경우 연령의 변화에 관계없이 지속

적으로 유지되는 경향을 보 다. 

〈표 4-49〉 장애노인의 연령에 따른 국가에 대한 요구사항(1순위)

(단위 : %)

연령
계

50~64세 65-79세 80세 이상

소득보장　 39.9 37.8 33.1 38.2

의료보장 29.9 40.3 45.7 36.4

고용보장 10.2 4.8 2.7 6.9

주거보장 7.7 6.9 7.1 7.3

이동권보장 1.7 2.4 4.3 2.3

보육.교육보장 0.9 0.5 0.5 0.7

문화여가·체육활동보장 1.7 1.2 1.1 1.4

장애인인권보장 3.8 2.0 1.8 2.7

장애인식개선 1.4 1.0 1.4 1.2

장애예방 1.4 0.8 0.7 1.0

기타 0.2 0.3 0.7 0.3

없음 1.1 2.0 0.9 1.5

계 100.0 100.0 100.0 100.0

장애노인의 장애기간 및 장애발생시기별 복지욕구를 살펴보면(표 

4-50 참조), 장애기간이 20년 이상인 경우 소득보장, 주거보장, 인권보

장, 장애인식개선 욕구가 상 적으로 높았으며, 장애기간이 20년 미만인 

경우 의료보장 욕구가 상 적으로 높은 경향을 보 다. 

장애발생시기별로 살펴보면, 장애가 발달기에 발생한 경우 소득보장, 주

거보장, 장애인식개선 욕구가 높았으며, 청장년에 발생한 경우 소득보장, 

고용보장, 장애인권보장 욕구가 상 적으로 높았다. 고령기에 장애발생을 

경험한 인구의 경우 의료보장, 이동권보장 욕구가 상 적으로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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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0〉 장애노인의 장애발생시기 및 장애기간에 따른 국가에 대한 요구사항(1순위)

(단위 : %)

　

장애기간 장애발생시기

20년 미만
(N=2,910)

20년 이상
(N=1,381)

발달기
(N=550)

청장년기
(N=1,308)

고령기
(N=2,433)

소득보장　 36.7 41.4 39.6 40.9 36.5

의료보장 39.1 30.8 29.3 28.9 42.0

고용보장 6.9 7.0 6.9 9.9 5.4

주거보장 6.9 8.0 10.5 7.5 6.4

이동권보장 2.3 2.2 2.0 2.0 2.5

보육.교육보장 0.7 0.7 0.9 0.8 0.5

문화여가체육활동보장 1.4 1.4 1.5 1.5 1.4

장애인인권보장 2.5 3.3 3.6 3.8 2.0

장애인식개선 0.9 1.7 2.2 1.5 0.8

장애예방 1.0 1.2 1.1 1.6 0.7

기타 0.2 0.6 0.5 0.3 0.3

없음 1.5 1.6 1.8 1.1 1.6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제2절 장애노인 관련 서비스 제공 전문가 FGI

  1. FGI 개요

본 연구에서는 크게 (1) 장애인복지시설 전문가, (2) 노인복지시설 전

문가 그리고 (3) 장애인복지와 노인복지를 포함한 서비스 연계가 활발한 

통합적 복지서비스제공기관 전문가를 상으로 장애인 복지시설 및 노인

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장애노인의 실태와 서비스제공의 어려움 등을 파악

하여 장애인복지-노인복지 역간의 통합적 복지서비스 제공 방안을 도

출하는 데에 활용하고자 전문가 초점집단인터뷰를 실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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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관의 선정 및 조사 참여자 선정방법은 질적 연구 표본추출방법

인 목적적 표집(purposeful sampling)을 활용하 다. 이 기법은 특정 

환경, 사람, 사건 등을 의도적으로 선택함으로써 다른 선택에서는 얻을 

수 없는 중요한 정보를 얻도록 하는 것으로 ‘특정 분야에 한 전문가이

거나 특정 경험을 많이 한 사람, 특정 분야에 한 정보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FGI의 분석은 전체 FGI 내용의 full-recording 및 반복 리딩을 통해 

주제별로 범주화하고 이에 따른 주요 내용을 포착하는 방식으로 진행하

다. 

  2. FGI 인터뷰 내용

FGI 상은 (1) 장애인복지시설 전문가, (2) 노인복지시설 전문가 그리

고 (3) 장애인복지와 노인복지를 포함한 서비스 연계가 활발한 통합적 복

지서비스제공기관 전문가 으며, 초점집단 인터뷰의 주요 내용은 장애인 

및 노인시설을 이용자하는 장애노인의 현황, 장애노인의 노화실태, 장애

인의 노화에 따른 서비스의 변화(혹은 어려움) 필요성 그리고 장애인 역

과 노인 역의 연계 실태 및 어려움 등으로 구성되었다.

〈표 4-51〉 ① 장애인복지시설 전문가 FGI 참여자 목록

구분 성 직책 기관소재지

사례1 여 국장 경기

사례2 여 국장 서울

사례3 남 팀장 서울

사례4 여 팀장 경기

사례5 여 팀장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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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시설 인터뷰 참여자는 장애노인관련 프로그램 업무담당자 

혹은 관련업무의 전문가로 선정하 으며, 인터뷰는 총 2회에 걸쳐 총 5명

이 참여하 다. 초점집단 인터뷰에 참여한 기관의 소재지는 서울 및 경기

지역이었으며 참여자의 성별은 여성4명, 남성1명 등으로 구성되었다.

〈표 4-52〉 ② 노인복지시설(경력) 전문가

구분 성 직책 기관소재지

사례1 여 원장 경기

사례2 남 원장 서울

또한 노인복지시설 전문가로 FGI 에 참여한 참여자는 현재 노인요양원 

원장님과 노인복지시설 원장 경험이 있는 전문가가 참여하여 진행하 다. 

〈표 4-53〉 ③ 통합적 복지서비스 제공 전문가 

구분 성 직책 기관소재지

사례1 남 국장 경기

사례2 남 팀장 경기

사례3 남 팀장 경기

사례4 여 물리치료사 경기

장애 및 노인에 한 통합적인 서비스 지원의 현장 실무자 FGI는 장애

와 노인 뿐 아니라 아동 등에 한 통합적인 복지지원 서비스 모델을 시

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복지센터 사무국장 및 팀장을 상으로 실시하

으며, 시설의 사무국장, 120여개의 노인·장애인·아동 상의 문화여가

프로그램 운 을 총괄적으로 담당하는 문화지원팀장, 저소득 및 복합적

인 문제로 집중적인 사례관리를 필요로 하는 사례관리센터장, 운동실‧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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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장‧당구장 등 신체활동과 관련된 운동 프로그램 운  관리를 담당하는 

물리치료사가 참여하 다.

  3. FGI 결과: 장애인복지시설 전문가 인터뷰 결과 

가. 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노인 현황 

  1) 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노인의 특성 

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노인은 선천성 장애인이 고령으로 인해 

장애노인이 되신 분들과 고령으로 인하여 치매 및 신체장애를 가지게 되

신 장애노인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중장년이면서 노인 그룹에 들어선 원래 장애인이셨던 장애인, 그담

에 노인성 장애인 중에서 뇌졸중이셨던 분들 요정도가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 인 거예요.”(사례1)

“정말 수요층도 발달장애인 역 한 그룹 뇌졸중 한 그룹 이렇게 되는

데...”(사례1)

“사실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성인장애인분들 위주의 세팅이고 ...성인

상 프로그램이 많고 주요욕구도 성인 분들 상이 많다 보니까 사망하

시는 사례가 많고...장애를 가지고 노화가 진행되는 (그런사례가 많아

요)...”(사례2)

“60세에서 70세 어르신들 중에서 움직임이 거동이 불편하신 어른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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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많아요)”(사례1)

  2) 복지관이용자 중 장애노인 비율의 증가

 

장애인복지관 이용자 중 장애노인(장애노인)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노인의 비중이 높은 원인 중 하나는 장애

인 활동지원서비스의 제공으로 전통적으로 재가복지 상자이었던 중증 

장애인이 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복지관 이용자로 전환되고 결

과적으로 복지관 이용자 중 장애노인의 수가 증 된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지역 내)등록 장애인이 3만 5천명정도, 만 60세 이상이 한 

만 오천명 정도가 되거든요. 그중에서 저희복지관 같은 경우 생애주기별

로 보면 3분의 1정도가 고령 장애인이세요.”(사례5)

“저희복지관 같은 경우는 지금 추세가 노인장애인(65세 이상) 분들의 

비율이 전체 이용자 중에 50%가 넘어요”(사례4)

“고전적인 재가복지 상자는 장애인 중증장애인과 저소득 재가 상자

들에게 한 기본적 요건 안에서 순서를 맞춰 가는데.. 그런 분들이 활동

보조를 통해서 다 나오신다는 겁니다. 재가복지 상자가 사회재활서비스 

상자로 바뀌는 거예요”(사례3)

  3) 선천적 장애인의 조기노화

 

장애인은 일반성인보다 노화가 빨리 오는 것으로 보이며, 장애노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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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으로 하는 서비스와 정책에서도 이러한 차이를 감안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령에 한 기준에 있어서 이러한 특성을 반 해

서 일반인의 65세보다 낮은 연령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 다.

“이분(장애노인)들에게 물어보면 장애가 생기고 나서부터 노화가 어떤 

식으로든 빨리 오신다고 해요. 눈도 더 침침해지는 것 같고 당신들도 이

게 장애인 상태에서 노화가 되는 게 더 빠르다고 느낀다고 하구요. 뇌졸

중 어른신들도 물어보니까 내가 쓰러지고 나서부터 사실 마음이 그래서 

그런지 모든게 빨리 늙어가는 것 같고 건강자체가 약화되는 것 같다고 생

각이 든데요... 신체활동 자체가 기능이 떨어지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좀 

어려움을 훨씬 더 느끼시는 것 같고, 그게 노화로 연결이 될 수 도 있고 .. 

발달장애의 경우는 실제로 제가 보면...발달자체가 좀 더 빨리 늙는다고 

해야 하나?”(사례1)

“일반 분들은 나이가 들면서 질환들을 경험하시게 되는데.. (선천적 장

애인의 경우) 장애가 중증화 되고, 빨리 오게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생활자체가 단조롭고 하니 질환에 더 노출되는 것 같고.. 그러면서 장애

는 중증화 되고...”(사례2)

“아주 쉽게 저희 다운증후군을 가지고 계신 분이 저희 직원으로 근무를 

오래했어요 20살부터 40살까지 딱 40살이 되니까 그분이 자기는 일하기 

싫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신체적으로 건강하신데.. 어느 순간부터는 

정말 일하기 싫어하시는 것 같더라구요....그래가지고 사직을 했거든요 

그정도 연세가 되면 당신들은 집에서 쉬고 싶고 그런 것 같고, ...우리가 

느끼기에는 (다운증후군의 경우)더 노화됨으로 인한 인지적 기능이 더 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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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지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사례 2)

  4) 선천적 장애인에 대한 고령에 대한 정의 

FGI에 참여한 일부 전문가는 선천적 장애인의 고령에 한 정의에 

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65세 보다 좀 더 빨리 생각해 봐야 한다는 의견

도 제기되었다.  

“장애유형에 따라 틀려지겠지만, 문화가 보니까.. 국의 2010년부터 

2013년부터 연구에 지적장애인 사망연령을 보니까 63세인가 평균이 그

게 그쪽 동네의 연령의 한 17세정도 빨리 돌아가신 요. 우리나라도 조사

를 해보면 금방 나오겠지만 사회적인 통념으로, 그게 더 기초연금 때문에 

또 문제가 생길 텐데 그 연령을 낮추려면 객관적인 어떤 수명의 연구가 

필요해서 그 선까지 되려면 노령에 맞는 기준을 잡고서 제도나 프로그램

이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지적 자폐성 친구 같은 경우는 취업을 

해서 퇴직을 하는 경우가 우리가 65세를 정년퇴직으로 보는데 그 쪽 친구

들은 45세를 노령으로 볼 수 있는데...”(사례3)

  5) 장애노인의 장애인복지시설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65세 이상 장애노인이 이용 가능한 지역사회 이용시설로는 장애인복

지관과 노인복지관이 있다. 그 중 장애인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장애노인

은 (1) 노인복지관의 장애인관련 편의시설 미비와 (2) 노인복지관의 일

반 노인들의 장애에 한 편견 때문에 장애인복지시설 이용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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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화가 되셔도 노인복지관에는 안 계세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하

더라구요. ...일종의 정서적 심리적 장애라는 부분이.. 일반노인복지관에 

갔을 때 편하지 않고 그 안에서도 소외되는 편의시설 이런 부분도 장애노

인분들에게 어려운부분이 있고”(사례2)

“중복으로 이용하실 수 있는 분(65세 이상 장애노인)은 선택의 폭이 넓

으세요. 한 뇌졸중 장애인은 노인복지관에서 생활하는데 불편하시다고

(하시고), 어떤 분은 노인복지관 노인 분들이 자신의 느림에 해서 주는 

시선이 불편하고 그래서...(장애인복지시설을 이용하시고), ....또 한 그룹

은 원래 장애인이다가 노화되신 분들은 원래 가고 싶어 하시 않으시고.”

(사례1)

“근데 (노인복지관) 어르신들은 말을 막하시잖아요 그런 말을 막하시니

까 상처받고 오신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사례3)

“(우리지역의 경우에는) 두 개의 장애인 복지관이 있는 상태에서 노인

복지관이 생겼는데...저희기관 이용하시다 노인으로 가셨는데 거기서 차

별을 받고 오신 거죠. 나는 장애인이자 노인이기 때문에 갔는데 거기 있

는 분들이 장애자, 병신, 너는 장애인 복지관 가라 그러고, 그리고 막상 

가서 프로그램 하다보니까 거기는 문화센터가 같이 공존하다보니까 전혀 

배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기관 이용하시는) 분들은 노인복지관 

갈 데가 못 된다 그러세요”(사례5)

반면에, 장애인복지관보다 노인복지관을 선호하는 경우 그 이유는 장

애인복지관은 식비지원(점심식사 비용 지원)이 되지 않는데 반해, 노인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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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관에서는 무료식사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저

소득 장애노인과 장애정도가 적어 노인복지관 시설이용에 불편함이 없는 

장애노인의 경우, 노인복지관 이용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복지관은 밥을 먹으면 돈을 내야 하잖아요. 매일 오시는 분들은 

비용부담이 되시더라구요. 혼자오시면 그렇지만 보호자가 같이 오시는 중

증인 분들은 두 분의 비용이 들어가니까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부담스러

워하시는 것 같아요)”(사례2)

“이분들이 맨날 말씀하시는데 장애인복지관은 밥을 왜 (공짜로) 안주

냐? (노인복지관은) 꽁짠데, 거기(노인복지관에) 계신 노인 분들은 엘리베

이터가 없어도 불편해 하지 않고, 통로가 좁아도 불편해 하지 않고 이런 

분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거예요.”(사례3) 

나. 장애노인의 서비스 욕구 및 사각지대 장애노인 

  1) 장애노인의 복지 욕구

장애노인의 장애인복지관 서비스 이용 유형을 살펴보면, 주로 문화 여

가와 관련된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이 점차 노화됨에 따라 욕구 자체도 단순화 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정 프로그램을 이용할 목적으로 복지관에 오

신다기 보다는 주간의 여유시간을 보낼 장소로서 복지관을 선택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장애인이 고령화되면서 단순화되는 

욕구는 서비스 제공자에게 있어서 오히려 어떠한 프로그램/서비스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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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할 것인가에 한 고민거리로 다가오는 것으로 보인다.

“저희가 봤을 때는 문화여가 프로그램을 많이 이용하시는데 소득수준

이나 경제활동이 가능하신지 아니면 뭐.. 관심이 전혀 없으신 분들은 그

냥 장기두시고 그 안(장애인복지시설 안)에서 쉼터에서 노시고 식사하시

고 집에 가는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사례5)

“프로그램 진행에 있어서도 처음에는 의료재활 쪽이나 체육단련프로그

램을 이용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노년기에 들어서다보니까 이런 프로그램

은 어려워하시더라고요.”(사례2)

“아무래도 요양의 욕구가 자립이나 사회참여보다는...(커지게 되고), 여

가나 케어 부분이 커지게 되고 욕구가 자체도 단순화 되긴 하죠.”(사례3)

“이용하시는 분들이 하시려는 욕구나 체감하시는 거는.. 문화·여가라

는 부분이고...”(사례4)

“셔틀을 타고 내리시면 운동을 하시고 그런 다음 목욕을 한 시간, 그리

고 이천원 가지고 오셔서 점심 딱 드시고 그런 다음에 오후에는 여가프로

그램 한두 개 하세요. 그리고 마지막 집에 가시기 전에 운동치료 하시고 0

시 00분에 막차 셔틀을 타고 가세요. 항상 그렇게 루틴하게 하시는 분들

이 계세요. 당신의 낮 동안에 생활을 복지관에서 하는 거예요” (사례2)

“(장애노인은) 프로그램 안에 들어가기 애매모호하니까 장기만 두시거

나 티비 시청만 하시고..그런 환경들이 있어서 프로그램을 열 가지를 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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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도 하루 종일 여가시간인거예요. 여가시간이란 것이 자기가 짬나는 시

간을 여가시간인데 (그분들한테는) 하루 종일 여가시간인거예요. 이분들

에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드리면 더 만족스러워 할까 현장에서 고민이 

많아요.” (사례3)

장애노인의 욕구 중 의료재활에 한 욕구도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복

지관 담당자들은 의료재활관련 프로그램을 운 하는 데에 있어 비용에 

한 문제, 시설에 한 문제 등을 제기하 다. 비용에 있어서 예를 들면 

병원 등 일반 의료시설에서 실시되는 일부 의료재활 서비스는 보험적용

이 가능해 무료인데 반해, 복지관의 프로그램은 이용료가 부과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상 적으로 비싼 편이고, 시설에 있어서도 재활병원이나 재

활센터 등과 비교하여 복지관의 재활치료 시설이 미흡하기 때문에 장애

노인의 의료재활에 한 욕구 충족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희도 00시도 그렇고 지역적인 차이가 좀 있어요. 지방으로 내려갈

수록 의료재활 부분이 이용욕구가 강하구요. 지금 현재 봤을 때도 바우처

를 한다고 했을 때 그분이 가장 사고 싶은 게 의료재활 부분 이예요. 굉장

히 욕구가 많거든요.”(사례4)

“장애인 복지관에서 하는 것과 일반병원에서 하는 게 차이가 있잖아요. 

이용객 분들 중에 그런 말씀하세요. 물리치료를 일반병원에서하면 의료

보험 하니까 굉장히 저렴하잖아요. 근데 장애인 복지관은 이용료를 받아

요”(사례5)

“의료세팅이 잘되어 있는 곳은 제가 00재활센터에 있었는데 그쪽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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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뇌졸중으로 중도장애인분들이 00병원이나 다니시다가 75세 정

도에 (복지관으로) 넘어오세요. 그럼 복지관이 병원보다 친절하고 좋은

데, 그분들이 낮에 할 일이 없으시잖아요. 돈을 내는 게 부담이 없어요..

근데 여기오니까 의료셋팅이 없잖아요. 하나도 없으니까... 뇌졸중 10년

차 분들이 오셔서 이제는 50 에 쓰러져서 우리집 사람(배우자가) 식당에

서 일하고 그러니까 만원, 이만 원이 어려우니까 이런 분들이 너무 많으

신 거예요.”(사례3)

  2) 장애노인을 위한 서비스 현황 

장애노인을 위하여 복지관에서는 여가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과 소

일거리를 마련하는 수준에서부터 욕구 맞춤형 특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수준으로 서비스의 조정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복지관을 바로 들어오면 로비에 휴게공간을 꾸며놨거든요 거의 

재래시장 같은, 거기서 하루 종일 보내세요. 하루 종일 그렇게 하세요. 자

조모임이 만들어지지 않아도 그룹들이 형성이 되는 거죠.”(사례2) 

“처음에는 치매예방이라서 의료적인 게 들어갔거든요. 근데 그건 완전

히 접고 장애노인이 자기 선택을 해서 본인의 문화여가와 그담에 그룹을 

형성해서.. 자기결정을 하는 그렇게 세 단계로 운 을 했구요. 그러다가 

그 안에 역량강화와 자기결정이라는 것을 좀 더 구체화해라 해서 올해 마

지막 사업은 자기결정권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담당자가 진행을 했습니

다....그것들이 저희들에게 하나의 작은 성과인 것 같아요. ”(사례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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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들이 루틴하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시간이 좀 남으니까 단순한 

작업을 할 수 있는 작업장을 마련해놓고 자율적으로 작업하고 (작업)한 

양을 체크하고 가면 모아서 용돈을 드리거든요. 그 공간에 있으신 분들이 

연세가 최  93세예요. 근데 못하게 하실 순 없어요. 한 스물두분정도가 

왔다 갔다 하시면서 작업하시다가 평생교육도 받으시다가 이러시면서 낮

동안에 저희복지관에서 나오시는데...”(사례1)

장애노인의 욕구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 하는 경우는 인터뷰 참여기관 

중 1곳 뿐 이었는데, 인터뷰 참여자는 특화프로그램 운 에 한 자부심

도 있었으나, 프로그램 운 에 있어서 프로그램 참여자 간의 갈등으로 인

한 어려움, 차별성 있는 프로젝트를 만들어야 한다는 부담감 및 프로그램 

유지를 위한 예산상 어려움 등 여러 가지 어려움도 토로하 다.

“(프로그램을) 하다보니까 그 안에서 어르신들이 50  60  70 가 다

르시더라구요. 70  입장에서 50 는 청춘이고, 그리고 그 안에서 본인

들이 소그룹임에도 불구하고 나름 연령으로 느껴지는 세 차이가 있구

요....나름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었는데 프로젝트라는 게 사실 나름 차별

성이 있어야 뭔가 신선함이 있어야만 선정이 되잖아요. .가장 어려움은 

실무자의 역량에 따라서 이런 프로그램이 개발 되고..(나중에는) 끊기게 

되니까...”(사례5)

  3) 서비스 제공에 있어 본인부담금 

비용에 있어서 자기부담 비용이 늘어나면 장애노인의 경우 서비스 이

용율이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노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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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자신의 서비스 이용의 결정과 부담을 스스로 져야하기 때문에, 서

비스 욕구 보다는 서비스 비용여부에 따라서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러한 자부담에 따른 이용률 저하는 복지관 관련 프로그램

의 폐지와도 연결이 되어, 결국 필요한 서비스이지만 기관에서 제공하기 

어렵게 된다. 장애아동의 경우 자기부담 비용이 있더라도 필요에 따라서 

부모가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가 비교적 많은데 반해, 장애노인의 경우 자

부담의 유무가 프로그램제공에 있어 큰 이슈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료가 발생하면 안 오시는 거죠. 그런 경우 실무자가 부담이 되는 

거죠. 프로그램의 전문성보다는 이용료가 있냐없냐에 따라서 사업이 폐

지가 되냐 안 되냐가 되는데, 최근에 재원을 통해서 하는 사업은 이용료

가 무료다보니까 일단 참여하세요. 근데 저희도 외부지원 사업을 많이 하

다 보니까 무료가 된 거예요 근데 외부지원 사업은 종료가 되잖아요. 그

럼 이분들이 그것에 맛이 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드려요. 이것

이 어떻게 유지가 됐고, 앞으로 자체사업이 되면 이용료가 필요합니다. 

하면 재료비정도는 하시긴 하세요. 근데 물론 아동청소년 경우는 부모가 

있고 투자를 하고 하니까 그리고 다양한 바우처가 있으니까. 아동청소년

은 본인이 실비부담보다는 정부로 받는 자부담을 소화해 낼 수 있는 게 

많거든요 근데 노인은 그렇지 않아요.”(사례5)

  4) 사각지대 장애노인에 대한 서비스 필요

장애노인의 특성 중 하나는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장애노

인의 경우에는 복지시설 이용이 어렵고, 또한 거동불편노인이지만 등록

장애인이 아닌 경우 장애인복지시설이용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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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서 이들에 한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3급이시면 (복지관에) 못 오세요(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시지 못하

기 때문에). 정신줄도 약간 왔다갔다 하시면 그러면 집에만 계세요. 그럼 

한 달에 한번정도 반찬지원정도예요. (지역사회에)한번 방문을 나갔을 때 

어떤 할머니가 계셨어요. 그분은 (등록)장애인은 아니셨어요. 집 앞에서 

반지하에서 사시는데 여섯 계단 정도 올라와서 그 앞에 쭈그리고 계시더

라구요. ‘어머니 복지관에 오세여.’ 그러니 ‘어..’ 나는 슈퍼 앞 평상까지

가 일상생활권이라 그거예요. 그분이 장애인 분이면 뭐가 있을 건데. 복

지관을 모시고 와도 그분에게...서비스를 해줄 수 있을까? 일상생활지원

서비스가 끝인 거죠? 그분들이... 자녀들도 안 오고. 실제로 그런 분들이 

너무 많으시다는 거예요.”(사례3)

“활동지원제도가 있지만, 지원을 못 받는다면 사각지 에 놓인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은 오지도 못하고 가지도 못하고. 저희가 모니터링 할 

때는 오시던 분이 안 오실 때 확인하다가 장례를 치러드리는 경우가 있거

든요. 복지관에 행사가 있어서 그때만 일시적으로 오신 분들에 해서는 

복지관에서 일부러 이동서비스를 제공해드리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

들에 해서 저희가 알고 있고 사례관리도 하지만, 그러다보니 00에서는 

0000서비스(사례관리 서비스)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도 그 역시도 맹점

이, 극한상황에 있거나 드라마틱하지 않으면 상자로 선정되는 게 어렵

고 자원을 연결하는 것도 어려운 것 같아요. 이용시설이다 보니까 오시는 

분들이 아니면 서비스하기도 어렵고.”(사례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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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장애노인 대상 통합적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한계

  1) 서비스 대상자의 제한으로 서비스 간 연계 미흡

현재 지역사회에서 장애노인 상 시설 간의 연계는 상자의 연계 수

준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자의 연계도 해당 시설에서 서

비스의 규모가 허락하는 수준에서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실질

적인 사례연계, 프로그램 연계 혹은 시설설비 등의 공유 등은 제한적으로 

혹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에 워낙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도 많고 서로 

연계체계를 갖는 부분들이 복지협의체를 통해 사례를 공유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서비스를 공유한다던가, 아주 활발하진 않는데 협의체를 협력하

는 체계를 갖추어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을 

연결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사례3)

“저희는 이런 케이스가 있어요. 지역이다 보니까(지역이 작다보니까) 

그 여지를 열어둘 수 있는데 장애인 등록을 안했는데 장애인 서비스가 필

요한 분들을 노복(노인복지관)에서 보내시면 저희는 받아서 해요”(사례1)

지역이 작은 곳의 경우는 지역 내 장애인구가 적고 복지관 이용자 파악 

등이 용이하기 때문에, 장애인복지관과 노인복지관 등 복지관끼리의 소

통이 용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농어촌의 경우, 복지시설이 장애인복

지관만 존재할 경우, 장애인과 노인 상 프로그램 모두를 종합적으로 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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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사람은 발달장애 250명, 뇌졸중 많아야 

200명 정도가 실제로 전문서비스를 필요한 분들이고 나머지는 등급을 받

았으나 자립해서 잘 사시고 전혀 우리의 개입이 없어도 생활이 가능하신 

분들이세요. 저희는 어떤 구조냐면 장애인 복지관이 요기 있으면 노인복

지관이 도보 3분 두 개가 같이 있어요.... 식  이런 거를 다 맞춰요. 노인

이 천원이면 우리도 천원, 이렇게 되니까 장애인 등록은 되어 있으나 당

신들이 스스로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두 개를 비교해서 가고 싶은데 가세

요. 당신들이 밥도 오늘 식단 비교해서 맛있는데 찾아가시고...” (사례1)

“지역이 작다 보니까 그런 중복서비스 이런 것들이 잘 걸러지고, (전문

가끼리의 )소통이 원활하게 되는...지역이 작아서 훨씬 쉽게 되는 부분이

예요” (사례1)

“지방(농어촌)에서는 장애인복지관이 모든 걸 다하는 거예요. 그것도 

지역의 사이즈가 작은 곳이 그럴 거예요. 딱 지방으로 내려오는 순간 장

애인복지관이 모든 걸 기능을 다하는 걸로 알아요. 지역에서는 다른 전달

체계를 여러 개 만드는 것도 한계가 되니까 이안에서 다 넣어서 다 하게 

되고...” (사례1)

현재 현장에서는 기관 간 장애노인을 위한 서비스 연계가 어려운 상황

이다 보니, 노인과 장애인을 통합하여 운 하는 복지관도 있지만, 시설의 

운  측면에서 다양한 제한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지역이 복지타운이라고.. 0000복지관이 있고, 타운처럼 되어 있는

데 거기가 옆에 같이 그 안 같은 번지수로 다 몰려있는데, 사실은 복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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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리도 전혀 연계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사례2)

“실제로 정부차원에서 본다면 장애다 노인이다 아동이다 떠나서 원칙

적으로는 주민센터에 가면 연계해서 하라는데 그런 것들이 피부에 안 와

닿으니까 계속적으로 고민이 되는...” (사례1)

“00노인복지관이 노인장애인을 같이 운 하는데 그러면서 긍정적인 

게 나온다고 하더라구요... (통합운  복지관 관장님이) 다 구분되어 있진 

않구요. 00의 00복지관 같은 곳은 관장님은 같으세요. 국장님은 다르게 

있어요.” (사례5)

  2) 장애노인 대상 서비스 연계의 장애물

서비스 연계에 있어서 현장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연계의 장애물로는 

(1) 기관 간 배타성 및 현실적 한계, (2) 장애인복지시설을 제외한 복지시설

의 편의시설 미비, 그리고 (3) 복지 상별 예산지원방식의 문제를 꼽았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로 기관 간 배타성으로 기관 이용자를 빼

앗길지 모른다는 경계심 등이 큰 부분을 차지하 다.

“저희가 새로 들어가면서 종합형태로 들어가다 보니까 나머지 두 복지

관에서 경계심이 생기더라구요. 거기 이용자가 이쪽으로 오게 될거니까,

종합이어서 더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니까, 그런 것 때문에 거기가 

(복지)타운이 되면... 4개 복지관인데 다 각각 식당을 운 하고 주차창도 

따로 되어있고 그게 만약에 서로 연계할게 있다면 공동으로 식당이나 주

차공간이 같이 마련하고 그럼 다른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효율적인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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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보도 되고 할 텐데 그게 어렵더라구요.” (사례2)

또한 복지관의 서비스 규모 비 이용자 규모가 큰 경우 기존 서비스 유

지에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장애노인 상 서비스 연계에 한계가 있음을 

나타냈다. 

“연계는 기관  기관의 연계는 될 것 같은데, 근데 이용자보다 서비스

가 작아서 안 될 것 같아요 노복(노인복지관)에서 (우리에게)보낸다고 해

도 우리는 (이미) 풀로 꽉 차있거든요 서비스의 양이 정해져 있는데....해

줄 수가 없어요” (사례2)

둘째로, 장애인복지지설을 제외하고 노인복지시설의 경우 편의시설이 

미비하기 때문에 장애노인의 시설 이용에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그리고 장애인 프로그램을 하는데 있어서는 당사자 입장에서 첫 번째

가 편의시설이에요. 통합을 하면, 접근성이 확보가 되어야만 가능한 거라

서...아직까지 턱이나 계단 이런 부분들 경우도요. 특히 눈으로 보여지는 

경사로라든지 엘레베이터는 있는데 좀 더 디테일하게 점자가 잘못되어 

있다거나, 청각장애인 한 음성안내 서비스 등은 여전히 편의시설이 미

비되어 있는 게 사실이구요.” (사례5)

유사한 맥락에서 현재 장애노인 상 정책은 장애인이 활동지원서비스

를 받다가 고령화(65세 이상)이 될 경우 장기요양서비스로 전환하도록 되

어 있는데, 장애노인의 고령화는 사적 돌봄자원의 감소와도 자연스레 연

결되고 활동보조에서 장기요양서비스로의 전환은 서비스 수준의 감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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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부담 증가를 가져오므로 이에 한 적절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것

으로 나타났다.

“활동보조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서비스를 받다가 65세 이상이 되면 장

기요양으로 넘어가야 해요. 장애인 분들 같으면 서비스가 축소되고 비용

부담이 늘어나게 되고 그 부분에 한 고민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

어요.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어요. 주변에 보호자가 사망할 수도 있고 자

녀가 케어한다는 것도 어려워지고 더 자원이 필요한데 어려워지는 거죠” 

(사례2)

마지막으로 현재까지 복지서비스 상별로 지급되고 있는 재정지원방

식의 한계로 인하여 서비스 연계가 어려운 점이 지적되었다. 이러한 재정

지원방식을 탈피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으로는 이용자 중심의 ‘바우처’제

도가 제시되었다.

라. 장애노인 대상 통합적복지서비스 제공 방안

  1) 바우처 제도를 활용한 서비스 연계

바우처 제도를 통해 장애노인 서비스가 활성화 되면, 이용자들은 기관 

중심 보다는 서비스 중심으로 기관이나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고, 장애

인복지관에서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통합적으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되니 긍정적일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시설 차원

에서도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의견

도 제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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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시도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바우처제도를 어느 지역에 

풀어놔서 카드를 가지고 1급 2급(장애인) 들이 노인복지관에 프로그램이 

있으면 가실 수 있는 거면 거기서 만들어놔도 되는 거구요. 만족도가 없

으면 안가시겠죠.”(사례3)

“제가 (프로그램을) 재밌게 해드리면 15명씩 오다가, 옆집에서 무료로 

밥 준다고 하면 가요. ..... 만약에 이분들이 바우처카드를 긁고 들어왔으

면 옆집에서 밥 준다고 갈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사례3)

“바우처를 하게 되면 복지관에 장애등록과 상관없이 통합프로그램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환경적인 부분이 해소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바우처의 장점으로 생각돼요.”(사례5)

  2) 서비스 연계를 위한 정책적 지원 필요

기존에 서비스 상별로 서비스 전달체계를 마련하고 재정지원방식도 

그렇게 마련해 놓고 있기 때문에 장애노인처럼 장애인과 노인 두 역의 

중복 상일 경우 현장에서는 뚜렷한 지침이 없기 때문에 향후 이에 한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사실은 복지관끼리도 전혀 연계가 없었어요. 굉장히 0000(시설) 자체

도 워낙 자격자체가 회원으로 딱 되다보니까 거기는 서로 연계할 게 거의 

없었고...무료급식을 저희가 예산을 받아서 하는데...조금 활성화되면 좋

은데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긴 하다고 하더라구요. 그렇긴 한데 회원 분들 

상이라서 그런 걸 같이 좀 이용할 수 있게 하면 좋은데.. 시에서 지침을 

줘야하는데 시립이라면 그런 부분을 같이 할 수 있게 그런 것도 좀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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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야 하지 않을까?”(사례2)

또한 변화하는 복지 상자의 특성을 반 하여 특화된 서비스나 전문화

를 위한 정책적 지원에 한 필요성도 함께 제기되었다. 

“동 주민센터의 지역복지협의체 활동 등 그 안에서 사례관리 시스템을 

관에서 주도적으로 하려고 하다보니까 복지관의 역할자체를 고민하게 되

거든요....주간보호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복지관에서 하는 역

할을 다른 데서도 다하고 있으니까 복지관의 역할이 다 세분화되어서 다

른데서 하고 있다 보니까 복지관의 역할이 언젠가는 다 전문성을 가지고 

나갈 것이다 그러면 복지관의 역할을 무엇일까?”(사례1)

  4. FGI 결과: 노인복지시설 전문가 인터뷰 결과 

가. 장애노인 현황 

  1) 발달장애인의 조기 노화

우리나라에서 성인 발달장애인이 나이가 들게 되면 갈 곳이 없고, 발달

장애의 특성상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 어려운데 그러한 부분에 

한 정책적 배려가 없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일례로 지적장애인이 나이

가 들어 보호작업장 근무가 힘들어지면 그 다음 단계로 이용 할 수 있는 

서비스에 한 책이 없는 경우가 많고, 특히 지적장애인의 경우 노화가 

빠르고 성인성 질환이 쉽게 생기기 때문에 어디에 포함되기도 어려운 사

각지 에 놓이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발달장애인의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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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노화와 이에 맞게 지원될 수 있는 서비스에 한 고민과 응이 필요하

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안타깝게도 전국의 600여개의 직업재활소·작업장 중 어디를 다니려

고 장애인이 상담을 받아도 30세만 넘으면 잘 받아 주지를 않아요. 나이

가 많다는 이유로... 많은 나이로 다른기관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어울

리지 못하고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노령

지적장애인을 위한 서비스가 거의 없다는 것이죠.” (사례 2) 

“지적장애인들이 50  노화를 겪으면 일을 잘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디를 가겠어요. 아까 얘기했던 몇 분 중 한명은 보호자가 돌아가셔서 

가족이 시설에 보낸 사람이 있고, 노화로 인해 보호작업장에서는 도저히 

일할 수 없으니까 주간보호시설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곳으로 가신 분

도 있어요” (사례 2) 

  2) 장애와 노화의 분리 어려움

지체나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 뇌졸중 등 성인성 질환에 인해서 장애를 

얻게 되는 경우가 많으며, 또 그런 분들이 장애가 오래 지속됨에 따라 노

화와 더불어 합병증이 생기면서 2차적 장애가 발생하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인요양 서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 중에는 나이가 들면 

이용할 수 있는 노인복지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CT 나 심사서류를 제출해

야 하는 장애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매우 흔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

서 만성 노인성 질환을 갖고 있으면서 장애 범주에 들어가는 사례도 많아 

장애와 노화를 별개로 볼 수 없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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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은 (요양원에 오시는 장애노인분들은) 후천적 장애를 가지고 계시

고 노화가 진행되서 장기 요양으로 넘어오신 분들이 많고요.” (사례1)

“요양원에 오신 분들은 거의 고혈압, 당뇨, 치매가 있으신데 뇌출혈로 

쓰러지시고 더 증상이 심해지셔서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문제는 실제

로 노인장애인 인구 비율을 측정하기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장애인 등

록증을 가지신 분들은 10%정도이신데 실질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50%정

도(요양원이용자 중)가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나이가 되면 자

동으로 노인 장기 요양으로 넘어가니까 굳이 CT를 찍어야하는 장애등록

을 안하는 경우가 다반사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노인요양시설의 

노인분들 중 장애인분은 )굉장히 더 많다는 거예요. 장애하고 노화를 별

개로 둘 수 없어요.” (사례1)

“지체나 뇌병변 장애등 성인성 질환에 인해서 장애를 얻게 되었고 또 

그런 분들이 장애가 오래 지속됨에 따라 노화와 더불어 합병증이 생기고 

2차적 장애가 또 발생하게 되고 계속해서 의료비와 비용지출이 늘어나게 

되기 때문에 이것을 통합해서 같이 가면 좋은데 현재의 분리된 서비스에

서는 정말 한사람에게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입니

다. ” (사례1)

나. 현행 제도의 한계(발달장애인을 중심으로) 

  1) 발달장애인의 노화이슈를 다룰 정책의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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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발달장애인의 노화에 적절히 응할 수 있는 서비스나 제도

가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정 연령이 되면 노인복지시설 혹

은 노인요양원을 이용하게 되어 있는데 이러한 부분이 과연 발달장애인

에게 적절한가 하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지적장애인을 (나이가 되면) 그냥 노인으로 분류해 노인 요양원으로 

보내기보다는 그분들이 지역사회에서 기존에 이용하던 시설을 원하는 만

큼 이용하게 하는 게 낫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이렇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따로 구축되지 않은 채로 진행되고 있어요. 치매가 있

는 노인과 지적장애인이 함께 생활 할 수도 있겠는가 라는 생각이 들어

요.” (사례1)

또한 발달장애인의 경우, 요양원 입소자격에 부합하는 경우가 적어 발

달장애인의 노후문제에 한 응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적장애인의 경우 노화가 굉장히 빠르고 성인성 질환이 또 쉽게 생기

기 때문에 어디에 포함되기도 어려운 사각지 에 놓이는 경우가 많습니

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한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분들을 

저희 장기 요양서비스에서 데리고 오려고 해도 노인성 질환에 해당되는 

병이 아니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사례1)

“양로원에 지적장애인의 입소에 해 말씀드리자면 어려워요. 왜냐하

면 양로원 입소 조건은 유료 실비가 아닌 경우, 수급자이거나 차상위계층

이어야 하고 그 시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하고 나이가 65세 이상이 되

어야하는데 이런 조건이 다 충족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저희 옆 양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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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인원수가 부족한데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들어가기는 힘들고 막상 등

외자로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양로원의 경우 요양원과 달리 인력지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일상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례1)

“여기서 정리하고 가야 될 것은 양로원에 들어가기 위한 조건들이 다 

충족되더라도 지적장애인은 입소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한 조

건들을 만족하는 장애인이 별로 없다는 것이지 못 들어간다는 것은 아닙

니다.” (사례2)

  2) 연령별 구분에 따른 정책의 분절화

 

현재 현장에서는 생애주기별 현상인 장애와 노화의 이슈를 연령별 기

준에 의해서 구분하고 개별적 서비스로 분류하고 있기 때문에 장애노인

의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현장에서 느꼈던 것은 제가 장애인 복지기관에서 일할 때 장애인 

분들 중 활동의료서비스를 받는 분이 65세가 넘어가면 장기 요양 서비스

로 넘어가게 되잖아요. 여기서 불평하는 것이 재가 방문이기 때문에 서비

스 시간이 떨어진다는 것이죠. 또 장기 요양서비스의 추세는 집안일이 아

니라 프로그램 서비스 위주로 제공되고 있어요. 하지만 서비스를 받는 사

람들은 가사도움을 더 원하기 때문에 서로 갈등이 생기고 따라서 장기요

양서비스에 해 만족도가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사례1)

“제가 장기 요양 시설에 와서 보니까 상태가 좋으신 분들은 장애인 복

지관에 가셔서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

다. 하지만 이러한 것이 실제로는 어렵습니다. 시설 안에 입소를 하신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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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 때문에 허가가 필요하고 원활한 처리가 어려워서 못하죠. 이러한 문

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똑같은 프로그램을 요양원에서 또 만드는 것인데 

따라서 요양원과 노인시설이나 모두 비슷비슷해지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례1)

  3) 서비스의 획일화와 재정지원방식의 한계

또한 획일화된 서비스 제공과 재정지원방식의 한계에 한 의견도 제

시되었는데, 서비스나 프로그램에 있어서의 특성화와 재정지원방식의 한

계에 한 의견이 있었다. 

“또 서비스나 프로그램에 있어서 너무 획일화되거나 하지 않고 조금 특

성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왕 지금 인프라나 기반이 만들어졌기에 

다양한 기능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좀 자유

롭게 뭉쳤다 떨어졌다 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은데 너무 이상적인 것 같

기도 하고요. ...그렇게 하려면 지원방법이 개별적으로 서비스가 지급되

는 형식으로 바뀌어야 하는데 지금은 시설별로 뭉텅이로 지급이 되다 보

니까 힘들죠. 따라서 돈을 어느 정도 지급해서 선택적으로 이용하게 하는 

것은 어떨까 합니다.” (사례1)

“지금은 통합급여제공이라 요양원에 비용을 주고 모든 서비스가 지급

이 되는 형식인데, 이렇게 되면 원하지 않는 서비스가 있어도 정해진 금

액을 내야만하고 또 시설은 시설 로 이용자들이 원하지 않는 것을 알면

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안에서 다 해결해야 하

기 때문에...” (사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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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장애노인 대상 통합적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대응방안 

  1) 단기보호센터의 기준 완화 필요

현재 장애인복지서비스 내용 중 단기보호센터의 기준을 완화하여 보호

작업장이 힘든 장·노년층 발달장애인이 이를 이용하면서 보다 단순한 직

무로 구성된 보호작업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기회를 지원할 필요가 있음

이 제기되었다. 또한 현재 단기보호센터의 경우 이용자를 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용기준을 낮추고 제공 서비스를 장노년층 발달장애인

에게 초점을 맞추어 제공 (사회적으로 중복투자의 방지)할 수 있도록 이

용자 지원(경제적 지원)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현재 엄격한 단기 보호 센터의 기준을 좀 완화해서 보호작업장이 힘든 

장·노년층 지적장애인에게 그 곳에 다니면서 단순한 일거리를 짧게나마 

할 수 있는 기회와 보완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면 새로운 형태의 시설이

나 프로그램없이 장노년층 지적장애인위한 시설이 운 이 가능하겠다...” 

(사례2)

“따라서 주단기 보호 센터가 장노년층 지적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도 

병행한다면 사회적 비용과 시설의 중복 투자를 줄일 수 있겠다라는 것이

죠. 단 조건은 뭐냐 하면 각 시설마다 다르지만 주단기 보호 센터의 이용

에 비용이들어갑니다. 아직 우리나라에는 장애연금제도가 도입되지 않았

고, 수급권자의 1·2급에게만 보조금이 지급되는데 그것 가지고는 보호센

터 비용을 부담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부분에 해서 정부의 

예산지원이 되지 않는 이상 프로그램이 만들어져도 돈이 없어 못가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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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일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례2)

“제가 얼마 전에 ○○○○○에 갔다 왔는데... 거기가 뭐하는 곳이냐

면..... 중장년층의 지적장애인 분들인데 일을 할 수 없고 자기 몸을 가누

기 어려운, 즉 조기 노화가 온 장애인들을 다루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그 

곳은 지금 사람이 꽉 차있는데 그러한 시설들이 많지가 않은거에요.” (사

례1)

“또 이런 시설이 있더라도 문제가 여러 가지 있는데 시설 확장의 문제 

등 시의 지원과 관련된 문제라서 어렵다는 것입니다.” (사례1)

(2) 장애인복지와 노인복지 서비스 간 연계 필요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 안에도 요양에 한 욕구 보다 활동참여 

프로그램이 적합한 상이 있으며, 청장년 장애인의 경우에도 요양에 

한 욕구가 있는 경우가 있어 장애노인의 특성을 고려하면 장애인복지와 

노인복지서비스 간 연계는 필요하며 장애노인에게 맞는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위해서는 연령별 구분에 따른 서비스 제공은 개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추세는 연계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체나 뇌병변 

장애등 성인성 질환에 인해서 장애를 얻게 되었고 또 그런 분들이 장애가 

오래 지속됨에 따라 노화와 더불어 합병증이 생기고 2차적 장애가 또 발

생하게 되고 계속해서 의료비와 비용지출이 늘어나게 되기 때문에 이것

을 통합해서 같이 가면 좋은데 현재의 분리된 서비스에서는 정말 한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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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자유

롭게 이용할 수 있게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례1)

“일단 장애인 분들이 사회에 한 기여가 작다고 여겨서 연계에 해 

안 좋게 생각하는 부분이 많아요. 이게 그냥 쉽게 하나로 합쳐지기가 쉽

지는 않지만 가장 주요한 건 역시 이용 당사자들의 선택권 보장, 그리고 

사각지 에 위치한 사람들에 한 구제제도 수립, 엄격한 규제의 완화 등

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현재는 제도적 제한 때문 에 못 하는 것이 많기 때

문에 서로 보완하면서 발전할 수 있는 방안들이 생기면 좋을 것 같습니

다. 현재 기관 중 비어있는 곳도 많지만 규제로 인해 보호가 필요한 사람

들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낭비되는 것도 막을 수 있을 것 같아

요.” (사례1) 

만일 서비스 간 연계가 가능하다면, 장애인의 경우도 일반 노인 요양원

을 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하는 방법을 고민하되 양로원의 인력

지원에 한 지원 등 현실적인 부분도 함께 고민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장애인들이 노화를 겪으면서 일반적으로 생기는 성인질환을 앓게 되

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병에 걸린 상자들은 일반 요양원에서 같이 프로

그램을 진행해야 한다고 봅니다...다시 말해 노인 프로그램이 비장애인 

노인 프로그램, 장애인 노인 프로그램이 통합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례1)

  3) 장애인복지와 노인복지 서비스 간 연계의 기본 원칙: 서비스 선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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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와 노인복지 서비스간 연계의 원칙은 이용자의 서비스 선택

권을 보장해주는 방식을 지향할 필요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 상자가 나는(본인은) 장애인이지만 노인 복지에서 서비스를 받고 싶

다고 하면 노인 복지관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노인이지만 장

애인 복지관에서 서비스를 받고 싶다고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선택권

에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례1)

“원래 청각장애를 가졌던 사람과 노화로 인한 청각 장애를 얻은 사람, 

치매에 걸린 노인과 지적장애인처럼 그런 것들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례2)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서비스를 지원하고자 할 때, 걸

림돌은 부처간 협의가 부족하다는 점과 노인과 장애인에 한 통합적인 

관리 시스템이 부재하다는 점으로 나타났다. 

 

 “ 상자들의 선택권의 기회를 보장해줄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

데 가장 마지막의 문제는 부처 간의 협의가 부족하다라는 점이죠. 어느 

문건을 보더라도 항상 제한점이 부처 간의 협의와 연계가 부족하다는 것

이죠.” (사례1)

“이런 것들을 통솔할 수 있는 기관이 현재 없다는 점이죠. 그렇기 때문

에 통합사례관리 지원센터에 한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고 모든 서비스

들이 분절되기 때문에 또 장애인과 노인들 역시 욕구가 다양하고 지속적

인 의료 서비스에 한 욕구도 공통적으로 포함되어있기 때문에 이런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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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해서 좀 더 고민해 보면 좋은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지 않을 까 싶

습니다.” (사례1)

  4) 발달장애인의 경우, 고령이 되더라도 이용하던 서비스를 지속적

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필요

아울러, 지적 장애인 등 노인복지서비스에서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어

려운 장애에 해서는 독립전달방식 및 서비스 지원을 통해서 장애특성

에 의해서 서비스 제공에서 소외되는 결과를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

견도 있었다. (예 : 지적장애인의 경우 기존에 이용하던 장애인복지시설

을 중노년이 되더라도 지속적으로 이용하도록 허용) 

“지금은 통합급여제공이라 요양원에 비용을 주고 모든 서비스가 지급

이 되는 형식인데, 이렇게 되면 원하지 않는 서비스가 있어도 정해진 금

액을 내야만하고 또 시설은 시설 로 이용자들이 원하지 않는 것을 알면

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례1)

또한, 이용자의 욕구에 따른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규제 완화 및 욕

구에 응하는 서비스 개발 등 노력이 필요하며, 기존 서비스 제공시 등

록장애인, 거주지, 연령 기준 등 이용자 기준에 한 규제를 완화하고, 동

일한 카테고리로 분류되지만 노인의 특성, 장애유형별 특성에 따라 미묘

하게 다른 부분에 해서 민감하게 응한 다양한 서비스 공급이 가능하

도록 지원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제도적인 제한들이 개방되고 당사자의 선택 폭을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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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넓혀 주는 것이죠....제가 느낀 것은 장애인 쪽은 노인 쪽과의 연계를 

원하는데 반해 노인 쪽에서는 그것을 원하지 않는 것이 문제인 것 같아

요. 일단 장애인 분들이 사회에 한 기여가 작다고 여겨서 연계에 해 

안 좋게 생각하는 부분이 많아요. 이게 그냥 쉽게 하나로 합쳐지기가 쉽

지는 않지만 가장 주요한 건 역시 이용 당사자들의 선택권 보장, 그리고 

사각지 에 위치한 사람들에 한 구제제도 수립, 엄격한 규제의 완화 등

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사례1)

  5) 각 서비스 영역 전문가의 의식 전환 필요 

복지기관 등 현장에서 장애와 노인에 한 통합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

서는 각 역 전문가들의 팀 접근 방식이 필요할 뿐 아니라, 역 전문가

들이 장애와 노인에 한 포괄적 이해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서비스 이용자들도 장애와 노인간에 상호 이해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 다. 

“...기본적으로 장애와 관련이 있고 좋은 인식을 가진 직원이 많습니다. 

물론 회계나 총무팀 직원은 아닐 수 있지만 부분의 사업파트의 직원들

은 장애에 한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사례1) 

“장애인분들은 어르신분들이 오는거에 거부감이 덜한데, 어르신분들은 

장애에 한 인식이 좀 덜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불편해 하시고. 말로 직접

적으로 표현하지는 않으시지만 좀 안했으면 하는 마음을 갖고 계시더라

구요.” (사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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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과 장애인을 같은 선상에서 볼 수 있지만 실은 같은 선상에서 

보기에 힘든 부분이 많은 것이 개별적인 특성상 다른 것들이 많고...이런 

시도들이 많이 일어나고 사회적으로 많이 인식이 개선된다면 (가능할 수 

있으나) 전반적인 복지의 성장과 인식의 개선이 병행하려면 물리적인 시

간도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사례1)

  4. FGI 결과: 통합적 복지서비스시설 전문가 인터뷰 결과 

가. 통합적 복지서비스 제공 현황 

통합적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관의 경우, 장애인, 노인, 아동

을 상으로 동일 장소를 같이 사용하는 물리적 통합 뿐 아니라, 동일 프

로그램에서 다양한 이용자가 소통할 수 있는 관계의 통합을 추구하고 있

었다. 

“여기를 시작하기 전에 노인장애인복지관을 방문했었는데, 말만 노인

장애인복지관이지 공간이나 프로그램이 다 분리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어

요... 우리가 추구하는건 그런건 아니예요” . (사례1) 

“저희 운동지원실 같은 경우에는 시설 이용에 있어서는 청소년, 아동, 

성인 어르신, 장애인 등이 모두 같이 이용하는 통합시설이예요. 시설에 

한 부분은 헬스장, 게이트볼장, 당구장, 등 통합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요.” (사례4)

“(통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니까) 어르신분들도 장애인분들을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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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유해진 부분이 있어요. 서로서로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조

금 더 많아진 거 같아서 좋은 효과라고 생각해요.” (사례4) 

 

나. 통합적 복지서비스 제공의 어려운 점

통합적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의 입장에서 이러한 서비스 제공

을 위해서는 시설의 공동사용의 의미를 넘어선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기존(다른 복지시설들)에는 장애인, 노인 등 따로따로 (나뉘어)있지만 

여기에는 같이 있어요. 같이 장소만 모여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

요. 힘은 많이 들지만.., 조직관리, 시설이용, 프로그램도 같이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있어요. 관장님 1분이 전체를 총괄하고 있지요.” (사례1) 

“효과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그 전에는 시행착오가 있었던 것 같아요. 

관리자 입장에서도 그렇고.. 서로 계층간, 상간에 중심, 중간을 찾기에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어요. 이 시행착오가 몇 년간 있었던거 같아요. 지

금은 많이 잘 정리된 부분이 있어요.” (사례4) 

  1) 제도의 분절에 따른 어려움 

장애와 노인에 한 통합지원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복지제도가 서

비스 상별로 나뉘어져 있고 서비스 제공자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현실적 한계를 지적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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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이라고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관리하는 주체는 노인 복지관, 사회 

복지관, 장애인 복지관 그 로 들어가 있어요, 인력편제 까지도 또한 일

지도 세 개를 써요. 한 프로그램을 하는데 그래서 제도가 빨리 개선돼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례2)

“제 개인적인 생각은 기능만 떼어서 본다면 무언가를 자기의 의지만으

로 못하는 것이 많다는 기준으로 본다면 노인과 장애인을 같은 선상에서 

볼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장 또는 기획하는 입

장에서의 관점이 많이 녹아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시도(통합)들이 많

이 일어나고 사회적으로 많이 인식이 개선된다면 전반적인 복지의 성장

과 물리적인 시간도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사례3)

“현재 노인과 장애인은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일반 시민들로부터 분리

되었잖아요. 그러나 향후에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시 가 흐름에 따라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례1) 

  2) 통합적 접근을 위해 직원 간 이용자 간 차이를 조율하는 과정에

서의 어려움 

통합적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실제 현장에서는 직원들의 전공 및 

이전 직장에서의 경험에서 오는 차이들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전에 노인 복지만을 해봐서 장애인 복지가 어렵다는 직원도 있습니

다. 문화의 충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실제로도 조금 느껴집니다.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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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관은 차분하고 조용한 분위기이며 사회 복지나 노인 복지관은 또 다

른 분위기가 있는데 이러한 분위기들이 융합되어 혼재하는 것이 느껴집

니다.” (사례3)

“저희 팀에도 노인복지관 출신, 장애복지관 출신이 있는데 딱 구분되어 

있던 일에서 너무 통합된 일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문화적 충격도 있었던 

것 같아요.” (사례3)

“저도 병원에만 계속 있었기 때문에 지적 장애에 한 이해도는 많이 

없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에 해 몰랐기 때문에 통합으로 이루어지

는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사례4) 

통합적 접근을 실현하기 위한 또 다른 어려움은 이러한 서비스를 이

용하는 이용자들의 특성 차이에서 오는 부분을 조율하는 부분도 제기되

었다. 

“잠잠하다가 어디선가 예를 들면 당구장 같은 데에서 툭, 하고 터져 나

옵니다. 그 시설이용 문제를 가지고 내가 먼저냐 니가 먼저냐 가지고 따

지면 그걸 또 중재해야 하는 거고.”(사례3) 

“물리치료가 노인분들이 많이 받기 때문에 노인분들에 해서도 선입

견은 없었지만 많은 노인분들을 모아놓고 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하다 

보니 규정을 정하거나 할 때 서로의 편리함을 우선적으로 원하기 때문에 

가운데서 그것을 조율하고 정하는 부분이 어려웠습니다.” (사례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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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공동체 규정을 정하거나 수칙을 정하는 부분의 어려움 

다양한 이용자와 서비스들을 통합하여 접근하기 위해서 현장에서는 나

름의 공동체 규정이나 수칙을 만들어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시도들

도 처음이다 보니 지속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을 수정·보완하는 과정에서

의 어려움도 제기되었다. 

“저희가 어려운 부분은 그분들을 다 포괄해서 공동체 규정을 정하거나 

수칙을 정해야 하는 부분인 거 같습니다.”(사례3) 

“아직까지도 3년 전에 정한 규정을 계속 수정하고 고치고 있는데, 시간

이 지남에 따라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 쪽에 치우치지 않

게 중립적인 규정을 정하는 것이 아직까지도 어렵고 계속 팀 내에서 논의 

해나가는 중입니다.” (사례4) 

  4) 이용요금에 따른 어려움 

또한 통합적 서비스 프로그램 개발시 이용요금에 해 지역사회 다른

기관과의 차이가 발생될 수밖에 없는데, 이용요금의 차이로 인한 어려움

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금에 한 저희의 기준이 XX시 조례를 따르고 있고 성인기준으로 

문화프로그램은 시간당 2,500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장애인이나 노인

분들에 한 우 로는 50% 할인이 돼서 시간당 1,250원으로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이렇게 노인 우 라는 것들이 시행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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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데 관내의 무료로 제공되는 노인복지기관과의 비교로 인해 상

적으로 우리 기관에 해서 ‘사용에 해 벽이 있다’, ‘왜 이용요금을 받

냐’등의 불만을 많이 하십니다.” (사례3)

다. 통합적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노력

  1) 통합적 접근을 실현하기 위한 현장에서의 노력 

통합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현장 전문가들은 새로운 일들에 도전하

고, 서로 조율하는 과정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노력

은 서로의 분야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되기도 하고, 소통의 기회

를 확 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이러한 소통은 

서비스 이용자와의 방향으로도 발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희가 기능별로 팀을 묶다보니 복지관의 특징인 것 같기도 한데 아무

도 시도하지 않았던 것들에서 성과를 이뤄내야 하다 보니 목적의식이 강

해졌고 이로 인해 오히려 백그라운드의 차이에서 오는 충격들은 적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모두 처음 해보는 것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지시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서로의 다른 백그라운드가 특화되어 어려운 상황을 

헤쳐 나갈 수 있게 순기능적으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서로 다투기 보다

는 자신의 경험상 어르신을 할 때는 이렇게 장애인을 할 때는 저렇게 

서로 의견을 맞춰간 겉 같습니다.”(사례3)

“회의를 굉장히 길게도 하고 깊게도 하면서 그러한 과정들을 많이 겪고 

지금도 늘 하기 때문에 (다른 배경/노하우를 가진 직원들 간)소통할 수 있

는 기회도 많아 의외로 그런 문제들이 적지 않았나 싶습니다.”(사례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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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의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이 많이 오픈되어 있고 기회가 많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와 더불어 이용자분들이 의견을 저희에게 전달할 수 있

는 루트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각 팀마다 간담회 등을 굉장히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이용자 표들이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고객 평가단 

회의나 전체 이용자를 상으로 하는 고객간담회 등의 루트들이 고객의 

불만이나 의견이 있을 때 차단된다기 보다는 들어준다는 생각을 갖게 하

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사례3) 

  2) 통합을 위한 특화프로그램의 운영 그리고 시너지 효과

통합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는 기관에서는 통합을 위한 특화프로그

램33)을 운 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프로그램의 결과 시간이 지나면서 장

애, 노인이 서로의 특성을 이해하면서 시너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합창단을 3년차 진행하고 있는데요,...어르신 중에는 장애를 복합적으

로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시기도 하고... 처음에 장애인 합창단으로 시작

했다가 어르신분들과 합치게 되었어요....3년 쯤 지난 지금에서는, 지적

장애인분들이 악보를 보다가 어느 페이지인지 모르고 계속 같은 페이지

를 들고 계시는데..전담하는 어르신들이 지적장애인분이 못넘기면 슬쩍 

넘겨주시기도 해요. 옆에서 도와주고, 이런 것들이 통합을 하면서 얻는 

가장 중요한 성과들이라고 생각해요.” (사례3)

33) 지적장애인과 어르신이 함께 하는 합창단운 (3년)과 장애청년과 어르신이 함께 하는 공
동작업장 사업



제4장 장애노인 실태 247

“노인·장애인 공동 작업장인데, 고등학교를 졸업한 장애청년들과 노인

들이 함께 작업하는 보호작업장 형식의 작업장입니다. 인지기능이 가능

하고 지혜가 있는 노인과 인지 능력은 조금 모자라도 힘이 있으며 어떤 

분야에는 굉장히 재능이 있는 장애 청년들이 협력하며 작업을 할 수 있

는..”(사례1)

  3) 이용자의 선택권 확대 및 통합을 위한 형평성 노력 

현장에서는 통합적 복지서비스 제공에 있어 이용자의 선택권과 프로그

램이 형평성있게 제공될 수 있도록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관 초기에는 ‘노인을 위한 것이 없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말을 

하시거나 또한 ‘장애인을 위한 것이 없다’라고 하셔서 저희들이 그런 것

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안내문을 정말 이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하거나 우

리 입장이 아닌 이 분들의 입장에서 설명해야겠다 싶어서 안내문이나 팜

플랫 등을 만들 때에도 고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은 몰라서 못하는 

부분들에 해서 문제는 없고, 하기 싫어서 안하시거나 다른 이유로 안하

시는 경우는 있죠. (지금은 프로그램들을) 선택합니다.” (사례1)

“저희 팀 같은 경우는 아까 시설 이용에 한 것은 그 분들은 모두 이용

가능하시고, 프로그램에 한 것은 치료파트가 따로 있어 물리치료, 작업

치료, 통증치료 등 개별치료가 가능한데 그것 역시 사례관리센터에서 진

단 후에 의사분이 한 달에 한 번씩 오셔서 관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노인이거나 장애인이거나 노인이면서 장애인이거나 상관없

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사례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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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을 위한 치료요가도 무료로 진행하고 있어서 노인을 위한 무료

프로그램과 장애인을 위한 무료프로그램이 어느 정도 형평성에 맞게 진

행하고 있습니다.”(사례4)

  4) 통합적 복지서비스의 핵심(성과)

이 외에도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기관 이용자들이 다른 서비스 

상자들을 자주 접하면서 익숙해지고 서로를 이해하는 과정이 자연스럽

게 진행되는 부분이 통합적 접근의 성과라고 이야기하기도 하 다. 

“통합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물리적 통합도 중요하지만 장애에 한 

인식개선교육이나, 서로의 입장과 특성에 해서 함께 이야기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줌으로써 서로 자연스럽게 섞일 수 있는 지원이 좀 더 핵심

적인 요소가 아닐까 생각해요.” (사례3) 

“지금이 여름 방학인데 방학 때마다 장애 아동 청소년 70-80명 정도 

교육청과 연계해 진행하는 여름 방학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의 장애아동이 3주간 이 곳에서 실내 프로그램과 지역 사회

의 야외 견학 등을 함께 하는데 이 아이들이 여기서 하루 종일 보낼 경우 

시민들과 복도나 식당에서 자주 접촉하게 됩니다. 이 때, 이 아이들의 다

양한 과잉행동들을 일반인들이 자주 볼 수 있게 되는데 이게 몇 해째 이

어지면서 어른세 나 노인 세 들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이해하게 됩니

다. 처음에는 낯설어 하고 이상한 시선으로 보다가 현재는 편안하게 바라

보고 장애로 인한 것임을 이해하는 태도가 되었고 이러한 것들은 일반 복

지관에서 보기 힘든 태도입니다. 우리가 이 아이들의 식사시간을 따로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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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는데 평소에는 항상 가장 먼저 식사를 하던 노인 분들이 장애아동들

을 위해 20여분 정도의 시간을 양보하고 불만 없이 기분 좋게 받아들여주

시는 일이 이뤄지고 있습니다.”(사례1)

라. 통합적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대응방안

  1) 교부금 지원을 비롯한 행정관리의 변화 필요

통합기관의 운 비는 기본적으로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교부금으로 충

당하고 있으며 교부금과 관련된 예산집행, 사업보고, 지도점검, 긴급자료

요청 등은 지자체 내 담당 주무과 외에 상별 담당과(청소년, 여성, 노

인, 장애인 등으로 희망복지과, 체육청소년과, 여성보육과 등)의 관리를 

받고 있어 실무자들이 힘들어지는 부분이 있다고 하 다. 통합기관에 

해서는 교부금 지원을 비롯하여 행정적 관리 및 절차의 간소화가 필요하

다고 하 다. 

“시에서 교부금을 다 받는데 보통은 한 개의 부서와 관련되어서 주고 

받고 그러는데 모든 사업들을 진행하는데요. 저희는 복지정책과 희망복

지과 청소년 여성보육, 장애관련 한 과에서 따로 갈라져서 예산이고 모든 

사업 보고를 따로 해요. 지도점검 받을 때도 길게 받고, 담당자들도 자신

이 필요한 부분은 다 따로 요청하고 보조금 집행이나 이런 부분도 다 따

로 하고 사업 실적도 다 따로 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어렵고 다른 

복지관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기관운 의 주무부

서는 000로 치면 복지정책과 이기는 하나, 희망복지과, 체육청소년과, 여

성보육과도 굉장히 중요한 부서이기 때문에 굉장히 긴장해서 팀으로 치



250 장애노인 대상의 통합적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책 방안

면 4개의 팀을 관리를 받고 있는 거지요. 보고도 똑같이 동시에 4군데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한군데만 해서 되는게 아니니까. 다 따로따로 보

고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이 힘들게 해요.”(사례1)

  2) 기관의 통합적서비스 지원을 장려하는 환경적 지원 필요 

기관 운  평가 등에 통합서비스 지원기관의 수고를 반 될 수 있는 항

목의 부재 등 기관의 통합적서비스 지원을 격려하는 환경적 기제의 부족

을 아쉬워하 다. 통합의 가치를 두고 기관을 운 할 경우 담당 부처 분

리에 따른 행정업무 증가, 이용자와의 소통 노력 등 추가노력이 필요하

며, 이러한 내용이 반 된 평가지표의 포함을 검토하는 등 기관 운 에 

한 현실적인 지원이 수반될 필요가 있다고 하 다. 

“저희가 평가를 준비하면서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는 것은 우리에게 

적합한 평가지표가 만들어져야 하는데 얼마나 협동해서 연계를 하는가에 

한 평가항목 외에는 우리의 노력을 알아줄 수 있는 지표가 없어요.(권

장할 수 있는 환경적 기제 부족) ...사실은 세 번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다

른 곳보다 세 배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뿐만 아니

라 몇몇 더 있는데 벤치마킹하러 오시기도 하고, 당진에도 한 곳 운 하

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다수의 단종 복지관들이 저희 통합복

지관을 소수로 본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갈 길이 먼 감이 있

고 사실은 조금 힘이 들어요.”(사례1)

“지금 저희가 기존의 지표를 통해 평가된다면 많이 손해를 보거나 저평

가 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잘한다고 해도 참 아쉬운 부분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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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 그렇다고 안할 수도 없기 때문에 정말 고민이 많고 또 평가에서 좋

은 평가를 받아야 지자체에서 보조금도 받고 객관적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해서 아쉽고 고민스럽습니다. 사실 노인복지관

의 주목적은 여가문화와 평생교육이 큰 틀인데 반해 장애인 복지관은 재

활과 여가문화이고 또 종합사회복지관은 또 다른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런 것들에 해서 아직도 시행착오를 겪는 중이고 완성이 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사례1) 

  3) 통합적 접근을 시도하는 기관의 운영 가치 인정 

현재 노인, 장애인 등에 한 지원은 의도하지 않았으나 분리되어 서비

스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사회의 축소판이 될 수 있는 

복합(통합) 기관의 가치가 필요하다고 하 다. 기관 운  측면에서 노인, 

장애인 등 상을 아우르는 통합적 서비스 지원을 위해서는 더 많은 에너

지가 필요하지만, 통합적 접근방식은 이용자의 복합적 욕구에 한 응

과 사회적 필요에 의해 지향될 것으로 전망하 다.

“... 우리가 추구하는 통합의 의미를 저 쪽의 각각의 단종 복지관들에선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 그게 아쉽죠. 그러나 저희

는 저희가 시작한 것에 해 정말 큰 가치를 두고 있고, 현재 우리가 앞서

서 고생을 하고 있지만 이런 것들이 향후에 보편화 되거나 복지관들이 단

종보다는 우리와 같이 두 개 세 개의 역할을 함으로 인해서 지역사회에 

여러 가지 시너지효과, 즉 예산의 절감이나 중복투자방지 등을 이룰 수 

있지 않을 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례1)



252 장애노인 대상의 통합적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책 방안

“...하나의 시설을 다양한 계층이 필요할 때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사회를 분리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느

꼈습니다. 현재 노인과 장애인은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일반 시민들로부

터 분리되어 있쟎아요. 그러나 향후에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시 가 

흐름에 따라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지만 통

합의 필요성과 보람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사

례1) 

 

제3절 소결

본 장에서는 장애노인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장애노인의 개념을 

정의하고 (1) 장애인실태조사 데이터를 분석을 통하여 장애노인의 특성

을 분석하 다. 또한 (2) 장애노인 상 서비스 제공인력(전문가)을 상

으로 FGI를 실시하여 장애노인 상 서비스 제공 현황 및 현행 제도 내에

서 당면한 어려움, 그리고 정책적 지원방안에 한 분석을 시도하 다. 

 

  1. 장애노인의 특성 

가. 연령적 기준 

장애노인 상 연령적 기준으로 특성을 살펴본 결과 몇 가지 점에서 유

의미한 특성이 나타났다. 첫째, 건강관련 특성의 경우 연령이 높을수록 

주관적 건강상태가 나빠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만성질환 유병율은 높

아지는 경향을 보 다. 둘째, 돌봄관련 특성의 경우 연령이 높아질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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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도움정도가 높아졌으나, 도움을 제공하는 사람은 50-64세에 비

해 65-79세에서 오히려 낮아졌다가 다시 80세 이상에서 높아지는 경향

을 보 고, 도움 충분성의 경우 50-54세에서 65-79세에서 낮아지는 경

향을 보 다가 다시 80세 이상에서 높아지는 경향을 보 다. 또한 외부 

도우미 필요여부에 해서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무료도우미 및 유료도우

미도 이용하겠다는 응답이 모두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 연령이 높은 장애

노인의 높은 도우미필요욕구를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셋째, 외부활동의 경우 연령이 높아질수록 혼자 외출가능 인구가 감소

하 으며, 외출 빈도도 감소하는 경향을 보 다. 넷째, 장애노인의 문화

여가참여도와 여가만족 그리고 생활만족도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감소하

다. 따라서 고령 장애노인의 문화여가참여가 여가만족 그리고 생활만

족도 증진 노력이 필요하다. 

다섯째, 경제적 특성의 경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비중은 50-64세에 

비해 65-79세 연령 에서 낮아지는 경향을 보 다가, 80세 이후 다시 증

가하는 경향을 보 다. 건강보험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도 유사한 경향

을 나타냈다. 월평균 개인소득은 50-64세에 비해 65세 이후 크게 감소하

으며, 80세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 다. 가구소득의 경우 

50-64세에 비해 65-79세에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다가 80세 이상에서 

다소 높아지는 경향을 보 다. 

여섯째, 복지욕구의 경우 연령이 높을수록 의료보장 욕구와 이동권보

장 욕구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 다. 소득보장 욕구의 경우 소폭 감소하

으며, 고용보장 욕구는 큰 폭으로 감소하 다. 주거보장욕구의 경우 연령

의 변화에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경향을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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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고령화된 장애(Aging with disability)와 노화과정 장애 

(Disability with Aging)의 특성

아래에서는 장애기간과 장애발생시기별로 장애노인의 특성을 요약하

는데(표 4-54 참조), 본 연구에서 정의한 (1) ‘고령화된 장애’는 장애기

간이 20년 이상이면서 발달기에 장애가 발생된 인구 인구라 하겠다. 조금 

넓게 정의한다면 장애발생시기 중 청·장년기 장애발생인구로 확 하여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2) ‘노화과정 장애’은 장애기간이 20년 미만이면

서 고령기(65세 이상)에 장애가 발생된 인구를 뜻한다. 

고령화된 장애노인과 노화과정 장애노인의 특성을 살펴보면, 첫째, 건

강과 관련하여 주관적 건강상태의 경우 고령화된 장애노인의 주관적 건

강상태가 상 적으로 양호하 으며, 만성질환 유병율의 경우에도 상 적

으로 양호한 경향을 보 다. 반면에 노화과정 장애는 주관적 건강상태가 

주의를 요하여, 사회적 관심이 요구된다. 이러한 결과는 해외 선행연구의 

결과와 차이가 발생하는 부분이다. 즉, 우리나라의 노화과정 장애노인은 

주관적 건강상태가 고령화 장애노인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에 한 정책적 응이 요구된다. 

둘째, 돌봄과 관련하여 일상생활도움의 경우 상 적으로 노화과정 장

애의 타인에 의한 일상생활 도움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외부도우미 필요

여부의 경우, 노화과정 장애의 경우 유료라도 이용하겠다는 응답이 높은 

반면, 고령장애노인은 상 적으로 무료라면 이용하겠다는 응답에 그치는 

경향을 보 다. 이는 돌봄 욕구가 낮다는 것을 의미 한다기보다는 경제적 

어려움의 효과가 큰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셋째, 외부활동 및 생활만족도의 경우 노화과정 장애는 혼자 외출하거

나, 외출하는 빈도, 여가참여 수준, 여가활동 만족도, 생활만족도에서 고

령장애노인에 비해 상 적으로 어려움을 크게 느끼고 있는 것을 발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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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었다. 장애기간이 상 적으로 긴 장애인의 경우, 오랜 기간 장애인

으로 살아오면서 다양한 사회활동에 적응하 으나, 상 적으로 장애기간

이 짧은 노인의 경우 장애로 인한 변화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넷째, 차별관련 변수를 보면, 주관적 차별느낌, 우리나라 차별의식에서 

오랜 기간 장애를 경험했던 장애노인(Aging with disability)이 상 적

으로 차별에 해 민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김성희 외

(2011)의 연구에서 장애인으로 장기간 살아온 인구가 노인복지관 서비스

를 이용하 을 때 장애로 인한 차별을 경험하는 경향이 있다는 연구결과

와 일부 관련이 있다. 즉 장애인으로 장기간 살아온 인구는 장애인으로서

의 정체성이 높은 반면, 장애기간이 짧은 장애노인들은 상 적으로 장애

정체성이 낮고, 스스로를 장애인이 아닌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

기 때문에 장애에 한 차별에 둔감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 

다섯째, 경제생활의 경우 장애인으로 오랜 기간 살아온 장애노인

(Aging with disability)의 경우 상 적으로 빈곤가구의 비중이 높으며, 

가구소득이 낮은 경향을 보인다. 특히 발달장애인의 경우 이러한 경향이 

더욱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오랜 장애인으로 살아오면서 경제

활동 참여에 제약을 경험하고, 결과적으로 빈곤화를 경험할 확률이 증가

하기 때문이다. 흥미로운 점은 고령기에 장애가 발생한 인구의 경우에도 

개인소득과 가구소득이 낮은 경향을 보 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들 인구

의 경우 빈곤인구의 비중은 높지 않았다. 노승현(2013)의 연구에서 고령

기 장애발생 인구의 경우 개인소득과 가구소득은 낮지만, 가구의 자산은 

상 적으로 높은 특성을 보인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즉 장애의 단기적 효

과로 인하여 경제활동이 위축되는 경향을 보이지만, 장애기간이 긴 장애

노인에 비해 빈곤위험은 상 적으로 낮은 경향을 보이는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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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복지욕구의 경우 장기간 장애를 경험한 장애노인의 경우 

소득보장, 주거보장, 인권보장, 장애인식개선 욕구가 상 적으로 높았으

며, 고령기에 장애를 경험한 장애노인의 경우 의료보장에 한 욕구가 높

아 차이를 나타냈다. 장애발생시기별로 살펴보면, 발달기 장애발생인구

의 경우 소득, 주거보장, 장애인식개선 욕구가 상 적으로 높았으며, 청·

장년기 장애발생 인구의 경우 소득보장, 고용보장 욕구가 상 적으로 높

았고, 고령기 장애발생인구의 경우 의료보장, 이동권 보장 욕구가 상 적

으로 높았다. 

〈표 4-54〉 고령화된 장애(Aging with disability)와 노화과정 장애(Disability with 
Aging) 비교고찰

구분
장애기간 장애발생시기

20년 미만 20년 이상 발달기 청장년기 고령기

건강
주관적 건강상태 ▼ △ △ □ ▼

만성질환 ▼ △ △ □ ▼

돌봄

일상생활도움 ▼ △ △ ▼

도움주는 사람

도움충분성

외부도우미 필요 유료이용 무료이용 유료이용

외부
활동 
및 

생활
만족

혼자 외출 ▼ △ △ △ ▼

외출빈도 ▼ △ △ △ ▼

여가참여수준 △ △ ▼

여가만족도 ▼ △ △ △ ▼

생활만족도 ▼ △ △ △ ▼

차별
주관적 차별느낌 △ ▼ ▼ □ △

우리나라차별인식 △ ▼ ▼ ▼ △

경제
생활

국민기초생활수급 △ ▼ ▼ □ △

건강보험가입형태 △ ▼ ▼ □ △

개인소득 ▼ △ ▼

가구소득 △ ▼ ▼ △ ▼

복지
욕구

복지욕구 의료

소득, 
주거, 
인권, 

인식개선 

소득,
주거

인식개
선 

소득, 
고용, 
인권

의료
이동권 

 주: ▼ - 주의, □ - 보통, △ - 양호, 빈칸 - 차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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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오랜 기간 장애를 경험한 고령화된 장애노인

의 경우 상 적으로 건강하며, 외부활동에 적극적이지만, 사회적 차별과 

경제적 빈곤위험이 높은 특성이 있었다. 반면 고령기에 장애를 경험한 장

애노인의 경우, 상 적으로 건강, 돌봄 욕구, 생활만족도에서 위험요인을 

경험하는 반면, 차별경험과 경제적 측면에서는 양호한 경향을 보 다. 

  2. 장애노인대상 서비스 제공 현황

장애노인 상 서비스 제공기관은 크게 (1) 장애인복지시설, (2) 노인

복지시설 그리고 (3) 장애인복지와 노인복지를 포함한 서비스 연계가 활

발한 통합적 복지시설로 구분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장애노인을 

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종사자(전문가)를 상으로 서비스 제

공 현황과 직면한 어려움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 등

에 한 의견을 수렴하 다. 이러한 질적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현재 장애인복지관은 발달장애인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점차 장애노인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이는 의료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장애인의 평균 수명이 증가하여 기존에 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하던 발달장

애인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고령으로 인하여 뇌졸중과 같은 

질병의 경험으로 인하여 장애를 경험하는 장애인구가 증가하면서 장애인

복지관 이용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나 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하고 

있는 장애노인의 특징은 장애로 인하여 움직임이나 거동이 불편하신 분

들의 이용이 많아지고 있는 점이고, 움직임이나 거동이 불편한 눈에 띄는 

장애를 가지고 있을 경우 ‘장애’에 한 이해의 부족과 편의시설의 부족 

그리고 비장애노인의 ‘장애’에 한 편견으로 인하여 노인복지관 이용에 

제한이 있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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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실무자들이 ‘장애노인’의 이슈를 겪으면서 느끼는 어려움은 현행 

복지서비스의 상별 구분(65세를 기준으로 한 노인과 비노인의 구분, 장

애인등록여부를 기준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 구분), 그리고 복지서비스 

상별로 분류되어 있는 복지시설 운용의 이원화로 ‘장애노인’의 통합적 

복지욕구를 이원화된 체계 내에서 어떻게 실현시켜 나갈 것인가 하는 현

실적 어려움을 제기하 다. 특히나 복지시설 간 배타성 그리고 편의시설

의 문제, 그리고 재정지원방식의 이원화로 인한 어려움을 나타냈다. 또한 

장애를 경험한 기간에 따른 장애노인의 특성 차이가 존재하므로, ‘장애노

인’이라는 이름으로 이러한 특성들을 어떻게 반 하고 특화하여 서비스

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인지? 어떠한 서비스를 개발하여야 하는지에 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시설 종사들이 제기한 장애노인 상 통합적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현행 복지서비스 제공방식 및 재정지원방식으로는 실현이 어려

우므로, 새로운 형태의 재정지원과 서비스 제공방식을 고민할 필요가 있

다고 제기하 다. 이러한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될 수 없는 이슈인 만큼, 

장애노인 상 통합적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복지시설의 운 이 가능

할 수 있도록 정책 환경의 변화가 요구되며, 정책 환경의 변화를 위하여 

전체적인 방향성을 설정해 놓고, 시범사업 등을 통한 새로운 방식을 전개

함으로써 현행 이슈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의견

을 제시하 다. 

현재 복지 상의 구분 없이 통합적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복지

시설 종사자(전문가)의 경우, 통합적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노인과 

장애인 그리고 아동 서비스 상자들 사이의 이해의 폭이 넓어지고, 서비

스 제공자들 간 각자의 분야에 한 이해가 넓어지는 긍정적인 결과들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행 복지시설들은 복지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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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별로 재정지원방식이 나뉘어 있고, 시설 평가가 복지시설별로 이루

어지고 있어 통합적 복지시설을 운용하는 데에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고, 

시설평가 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아 시설평가시 통합적 복지서

비스 제공에 관한 인센티브 항목의 적용 등을 통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일

이 없도록 시설평가 항목의 검토가 요구된다는 의견을 제시하 다.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제언

제1절 결론

제2절 정책적 제언





본 연구의 목적은 장애노인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을 목적

으로 (1) 장애노인의 개념 및 연령·생애주기별 구분기준을 제시하고, (2) 

이러한 개념정의 및 기준에 따라 장애노인의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3) 지

역사회 안에서 살아가는 장애노인의 특성 파악을 통한 장애노인을 위한 

정책방안을 마련하는 데에 있다. 

이를 위해 장애노인관련 국내·외 동향을 문헌고찰을 통해 살펴보고, 장

애노인의 개념을 정리하여 2005년부터 2011년까지 3년마다 이루어진 

「장애인실태조사」를 분석함으로써 (1) 고령화된 장애노인과 (2) 노화과정 

장애노인의 특성 및 실태를 살펴보았다. 더불어 장애노인 상 서비스 제

공현황 및 서비스 제공의 어려움 그리고 서비스 제공방안 등을 도출하기 

위하여 (1) 장애인복지시설 전문가, (2) 노인복지시설 전문가 그리고 (3) 

장애인복지와 노인복지를 포함한 서비스 연계가 활발한 통합적 복지서비

스제공기관 제공자(전문가)를 상으로 Focus Group Interview를 실

시하 다. 해외 장애노인 서비스 지원 현황 분석은 장애노인을 위한 정책

의 방향성 설정을 위한 선진 사례로 활용되었다. 

제1절 결론

우선 장애노인에 한 용어의 정리와 개념 정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

다. 현재 장애노인 관련 연구에서는 ‘고령 장애인’, ‘노령 장애인’, ‘장애 

결론 및 정책적 제언 <<5



264 장애노인 대상의 통합적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책 방안

노인’, ‘장애 어르신’ 혹은 ‘노인성 장애인’등의 용어들이 혼용되어 사용

되고 있으며, 장애노인 상 구분에 있어서도 다양한 연령적 기준들을 사

용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문헌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 가장 폭넓게 

사용되는 용어는 ‘장애노인’이었고, ‘고령’과 ‘노령’에 한 명확한 구분

이 없어 ‘고령장애인’과 ‘장애노인’의 표현이 가장 일반적이었다. 

특히, 장애노인의 연령적 기준들도 연구 목적 및 연구자의 관심분야에 

따라 50세부터 65세까지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었다. 그러나 장애노인에 

한 연령 기준은 사회적 합의의 문제이기 때문에 다양한 적용이 가능하

다. 그러나 국내 장애노인 관련 연구에서 65세 이상의 장애인을 장애노인

으로 정의한 것은 장애인의 조기노화 및 장애특성을 고려한 기준이라기

보다는 행정적 편의에 따른 구분에 가깝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으로 합의될 수 있는 수준의 준·고령 장애인(50세 이상)을 장애노인으로 

포괄적으로 정의하고자 하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50세 이상 장애노인을 상으로 (a) 장애기간,  

(b) 장애발생시기 그리고 (c) 연령 구분을 기준으로 (1) 고령화된 장애노

인과 (2) 노화과정 장애노인의 특성을 분석해 봄으로써 장애노인의 특성 

및 욕구를 알아보고자 하 다. 이러한 장애노인에 한 개념적 구분은 고

령화된 장애노인과 노화과정 장애노인이 가지는 독특한 특성과 이들 간 

역동성을 이해하여 통합적인 정책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구분된 것

이다. 일반적으로 장애노인이 경험하는 삶은 장애인으로서의 삶과 노인

으로서의 삶이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생의 전반에 걸쳐 지속되는 연속적

인 현상으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며, 장애인복지와 노인복지 각 역으

로 구분하기 보다는 생애주기별로 접근 할 필요가 있다. 즉, 장애노인의 

문제는 장애인복지와 노인복지의 공통 역이므로 양 역의 공동 응이 

필요하다(Campbell,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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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된 장애노인은 장애기간이 20년 이상이면서 발달기에 장애가 

발생된 인구로, 조금 더 포괄적이게 정의한다면 장애발생시기 중 청·장년

기 장애발생인구가 포함될 수 있다. 반면에 ‘노화과정 장애’은 장애기간

이 20년 미만이면서 고령기(65세 이상)에 장애가 발생된 인구를 뜻한다. 

고령화된 장애노인과 노화과정 장애노인의 특성을 살펴보면 몇 가지 

특징들을 발견할 수 있다. 우선 주관적 건강상태의 경우 고령화된 장애노

인의 주관적 건강상태가 노화과정 장애에 비해 상 적으로 양호한 것으

로 나타났다. 이는 장애기간이 20년 미만이거나 고령기에 장애가 발생된 

노화과정 장애노인의 경우에는 만성질환 유병율이 높고, 자신의 건강에 

해 부정적인 인식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경제생

활의 경우 장애인으로 오랜 기간 살아온 장애노인의 경우 상 적으로 빈

곤가구의 비중이 높으며, 가구소득이 낮은 경향을 보인다. 특히 발달장애

인의 경우 이러한 경향이 더욱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오랜 기

간 장애인으로 살아오면서 경제활동 참여에 제약을 경험하고, 결과적으

로 빈곤화를 경험할 확률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은 

돌봄과 관련하여서도 관련을 가지는데, 고령화된 장애노인과 노화과정 

장애 모두 타인에 의한 일상생활 도움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노

화과정 장애노인은 유료라도 외부 돌봄을 이용하겠다는 응답이 높은 반

면, 고령화된 장애노인은 상 적으로 무료라면 이용하겠다는 응답이 높

아 경제적 어려움이 반 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셋째, 외부활동 및 생활만족도의 경우 노화과정 장애인은 혼자 외출하

거나, 외출하는 빈도, 여가참여 수준, 여가활동 만족도, 생활만족도에서 

고령장애노인에 비해 상 적으로 어려움을 크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장애기간이 상 적으로 긴 장애인의 경우, 오랜 기간 장애인으로 

살아오면서 다양한 사회활동에 적응하 으나, 상 적으로 장애기간이 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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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노인의 경우 장애로 인한 변화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

로 해석되므로 이들에 한 정책적 응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복지욕구의 경우 장기간 장애를 경험한 고령화장애(Aging 

with disability)의 경우 소득보장, 주거보장, 인권보장, 장애인식개선 욕

구가 상 적으로 높았으며, 노화과정 장애의(Disability with Aging)의 

경우 의료보장에 한 욕구가 높아 차이를 나타냈다. 장애발생시기별로 

살펴보면, 발달기 장애발생인구의 경우 소득, 주거보장, 장애인식개선 욕

구가 상 적으로 높았으며, 청·장년기 장애발생 인구의 경우 소득보장, 

고용보장 욕구가 상 적으로 높았고, 고령기 장애발생인구의 경우 의료

보장, 이동권 보장 욕구가 상 적으로 높았다. 따라서 이러한 인구특성을 

반 한 정책적 응방안이 요구된다. 

제2절 정책적 제언

본 장에서는 장애노인을 위한 통합적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책 방

안 마련을 위하여 미시적 차원의 접근 방안으로 (1) 정책의 우선순위와 

(2) 장애노인의 특성 및 욕구에 기반을 둔 필요서비스의 내용 (3) 현행 제

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방안을 모색하 으며, (4) 거시

적으로 정책 환경의 개선을 통한 장애노인 상 정책적 지원방안을 모색

하 다. 

  1. 장애노인 정책의 우선순위

본 연구에서 살펴보았듯, 장애노인의 특징 중 두드러지는 특징은 경제

적 이슈이다. 장애인으로 오랜 기간 살아온 고령화 장애(Aging w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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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ability)의 경우 상 적으로 빈곤가구의 비중이 높으며, 가구소득이 

낮은 경향을 보 다. 특히 장애발생시기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비중

을 살펴보면, 19.6%(발달기), 13.7%(청장년기), 고령기(8.9%)로 발달기

에 장애를 경험한 장애노인의 수급자 비중은 다른 장애발생시기 장애노

인에 비해 높았다. 이는 오랜 기간 장애인으로 살아오면서 경제활동 참여

에 제약을 경험하고, 결과적으로 빈곤화를 경험할 확률이 증가하기 때문

인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장애기간이 상 적으로 길고, 장애가 발달기

에 발생한 고령화된 장애노인은 장애노인 정책에 있어 우선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또한 장애노인을 위한 정책을 고민할 때, 우선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할 상은 오랫동안 장애를 가지고 살아온 ‘고령화 장애인’이며, 이들 중 

장애인복지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주된 상인 지적·자폐성 장애인을 포

함하는 발달장애인의 노화 이슈에 응할 정책적 지원방안 마련에 우선

순위를 두어 이들의 서비스 욕구를 반 한 프로그램 개발 및 발달장애를 

가지고 있는 장애노인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시설의 확 가 요구된다. 

  2. 장애노인의 특성 및 욕구에 기반을 둔 정책 방향 

장애노인의 특성 및 실태파악에서 살펴보았듯이, 고령화된 장애의 경

우는 장기적인 장애의 경험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있어, 소득보

장에 한 욕구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장애노인을 상

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 제공자(전문가)와의 FGI결과에서 

도 나타났는데, 고령화된 장애의 경우 복지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금과 

같은 경제적 이슈에 굉장히 민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고령화

된 장애인을 상으로 한 정책은 이들의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소득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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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초점을 맞추고, 지역사회내에서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및 

서비스의 확충에 있어 ‘본인부담금’의 지원과 같은 경제적인 지원도  함

께 고민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나 현재 발달장애를 가지고 있는 장애노인의 경우, 이용할 수 있는 

복지시설이 매우 제한되어 있으며, 이들의 특성을 반 한 서비스나 프로

그램의 필요성에는 모두가 동의하고 있지만,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야 하는지에 해서는 구체적인 방향이 없는 실정이서 장애노인의 특성

을 반 한 서비스 개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특히나, 발달장애인과 

같이 장애기간이 긴 고령화된 장애노인을 위한 서비스 개발에 있어서는 

장애인의 노화가 가지는 (1) 조기노화의 특성 및 (2) 이차적인 장애 발생

과 같은 특성을 반 하여 50세를 기준으로 한  ‘장애노인 서비스 개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서비스 상을 구분하고, 이차적인 장애의 예방 프

로그램의 개발은 물론 발달장애를 가지고 있는 장애노인이 이용할 수 있

는 복지시설의 확충도 함께 고민하여야 한다. 발달장애를 가지고 있는 장

애노인이 이용할 수 있는 복지시설이 지역사회 내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들의 지역사회에서의 삶은 많은 제한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일례로 발달장애를 가지고 있는 장애노인의 경우는 부모의 사망으로 

시설에 입소하는 장애노인이나 시설에서 계속 살아온 장애노인들이 생활

할 수 있는 그룹홈 설치·확  그리고 주간보호 및 단기보호센터의 확 가 

필요하다. 현재 이러한 시설들은 장애의 정도 및 상태가 양호한 장애인들 

위주로 서비스 상을 한정하고 있으나 향후 장애노인이나 발달장애를 

가지고 있는 장애노인과 같은 복합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는 상을 위한 

시설확 를 통하여, 장애인이 자신이 원하는 만큼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주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요구된다. 향후 장애노

인이 이용할 수 있는 그룹홈이나 주간보호센터 혹은 단기보호센터의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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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 제공자들은 장애노인 개개인에게 개별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장애노인의 특성에 한 이해증진 교육이 필요하고, 장애노인이 가지고 

있는 건강관련 이슈들을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장애노인을 위한 이차적 장애 및 조기노화를 방지하고 예방할 수 

있는 의료적 서비스 내용(물리치료 등)을 확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생

활 습관병이나 합병증에 한 방지를 위해 식생활개선이나 예방프로그램

에 한 개발도 필요하다. 즉, ‘노화’에 따른 의료적 서비스의 개입이 가

능하도록 서비스의 내용이나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반면에, 노화과정 장애인의 경우, 외부활동 및 생활만족도의 경우 혼자 

외출하거나, 외출하는 빈도, 여가참여 수준, 여가활동 만족도, 생활만족

도에서 고령화 장애에 비해 상 적으로 어려움을 크게 느끼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고, 타인에 의한 일상생활 도움정도가 높아, 외부도우미 

필요여부에서도 유료라도 이용하겠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장

애기간이 상 적으로 짧은 노인의 경우, 장애로 인한 변화에 적응하는 데

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장애에의 적응에 초점

을 맞춘 서비스 내용과 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된다. 

  3. 현행 제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방안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장애노인의 증가는 장애인복지서비스의 주요 

상자가 장애노인으로 전환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우리나라의 장애

인구 중 장애노인의 비율은 비장애 인구 중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과 

비교하 을 때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 같은 장애노인 비율의 증가는 

의료기술과 공공보건 체계 개선에 따른 장애인의 고령화와 인구 고령화

에 따른 기 수명의 증가에 따른 노화과정 장애노인의 증가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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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노인이 경험하는 장애의 특성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신체적·정신

적 쇠퇴의 방향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장애노인이 경험하는 장애는 연령

이 증가할수록 악화될 확률이 높다. 이처럼 향후 장애노인의 증가는 장애

인복지 서비스 상자의 확 는 물론 노인복지 서비스 상자의 확 와 

관련이 있다. 특히 65세 이상 장애노인의 증가는 장애인복지와 노인복지 

서비스 상자의 중복으로 이어지고, 이는 복지재정의 중복 현상을 야기

할 것이다. 따라서 장애인복지서비스와 노인복지 서비스 간 연계를 활성

화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재정의 효율적 

사용을 권장하는 방안을 고민하여야 한다. 

선진 외국의 장애노인 정책을 살펴보면, 장애인복지와 노인복지의 연

계 및 통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에 한 가장 큰 이유는 정책효율성

과 노동, 건강, 가족지원, 지역사회참여 등 노인 역과 장애 역이 가지

는 공통 역의 특성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서비스 간 연계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장애노인이 이용하고 선택할 수 있는 서비스가 양 역에서 충

분히 제공되어야 가능하다. 즉, 장애인복지와 노인복지에서 제공되는 서

비스 중 장애노인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의 다양화가 전제되어야 한다. 

즉, 전체 장애인구의 특성을 감안한다면 장애노인을 위한 서비스는 보다 

확충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으로 장애노인이 가지는 욕구에 기반

을 둔 서비스 연계 및 효율적 자원의 배분이 가능하다. 

현재 장애인복지 서비스의 주된 상자는 18세 이상 ‘장애인등록’을 

한 자에 한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반면, 노인복지 상자는 65세 

이상 노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오랜 기간 장애를 경험하고 있는 장애

노인은 65세가 넘으면 일괄적으로 노인복지서비스 상으로 전환된다. 

그러나 고령화된 장애인이 노인복지 제도 내에 들어가더라도 장애노인을 

위해 개발된 서비스나 이들을 위한 지원방안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일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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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장기요양(long term care)제도도 ‘노인장기요양보험’과 ‘장애인 활동

지원제도’로 구분되어 있는 실정이다. 즉, 이원화된 복지전달체계 때문에 

현장에서는 통합 및 연계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더하여 복지시설의 재정을 맡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적 칸

막이도 장애인복지와 노인복지 서비스 연계의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

다. 이 같은 지역적 구분은 인근에 있는 복지시설이라고 하더라도 동일 

지자체가 아니라면 기관 간 연계에 한계가 발생하기도 한다. 따라서 장애

인복지와 노인복지서비스 간 연계를 위해서는 미시적으로 관련 전문가 

및 이용자의 인식개선을 통한 현장에서의 움직임들이 우선되어야 한다. 

현실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장애노인에게 필요한 서비

스를 제공하려는 관련 전문가들의 의식과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접근

은 미국 켈리포니아 ADRC 서비스 발전의 기초가 되었다.  

장애노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관련 전문가를 상으로 한 FGI

결과에서 복지시설 종사들은 장애노인 상 통합적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현행 복지서비스 제공방식 및 재정지원방식으로는 실현이 불가

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따라서 이들은 새로운 형태의 재정지원

과 서비스 제공방식을 고민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문제는 단기간에 해

결될 수 없는 이슈인 만큼, 장애노인 상 통합적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

한 복지시설의 운 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정책 환경의 변화가 요구되며, 

시범사업 등을 통한 새로운 방식의 재정지원 방식을 통한 방안 마련의 가

능성을 제시하 다. 이에 장애노인을 위한 복지시설 간 연계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시범적으로 ‘연계기금’을 마련하고, 바우처 형태의 재정지원 방

식을 도입해 봄으로써 장애노인이 장애인복지와 노인복지서비스 양 제도 

내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시범사업을 계획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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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재정지원방식은 서비스 상별로 시설에 제공되는 방식이지만, 

바우처 형태의 재정지원방식은 장애노인에게 직접 재정이 지원되고, 장

애노인에 의한 서비스 선택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현행 제도의 한계들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시도가 될 수 있다. 특히 65세 이상 장애노인인 장

애인복지와 노인복지 서비스의 중복 상이므로 이들의 서비스 선택 확

에 기여함은 물론, 장애노인 상 서비스 확  및 개발 측면에서도 긍

정적인 효과를 기 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인복지 서비스 상자의 고령화와 노인복지 

서비스 상자의 장애이슈를 고민하고, 복지 상별 서비스 제공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장애노인 복지관’이나 ‘복지센터’라는 이름으로 

통합적 복지서비스 제공방식을 시도하고 있다. 즉, 서비스 상별로 구분

된 획일 된 현행 서비스 제공방식보다는 서비스 상별 구분 없이 통합적

인 서비스 제공방식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러한 접근은 기존 복지서비스 

상별 접근의 현행 제도의 한계들을 보완하여 장애노인과 같은 다양한 

욕구를 표출하는 상들에게 한정된 자원을 적절히 배분할 수 있는 이점

을 가지고 있다. 또한 장애인과 노인, 청소년, 주간보호센터 등이 혼합되

어 있어 서비스 상별 정체성과 관련 없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통

합적 서비스 제공 환경을 제공할 수 있고, 다 역의 전문가들에게 인접분

야의 관련 지식을 자연스럽게 획득하게 하게 하여 팀웤을 통한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이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통합적 복지서

비스 제공방식을 활용하여 장애노인을 포함하여 현행 제도의 사각지 에 

놓여있는 인구집단에 한 서비스가 적절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활용하

는 방안도 고민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현행 제도의 한계로 인하여 통합적 복지서비스 

제공시설의 운  어려움에 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 특히나, 사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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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시설평가의 경우, 시설 평가 항목은 현행 정책 및 제도만을 고려하여 

서비스 상별로 구분되어 있는 복지시설에 한 평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서비스 상의 구분이 없는 통합시설에 한 평가항목으로

는 적절하지 못하다. 즉, 사회복지 시설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 따라서 향후 시설평가에서는 장애노인과 같은 복합적 욕

구를 가지고 있으나, 현행 제도의 한계로 인하여 사각지 에 놓여있는 복

지서비스 상자들을 위한 ‘연계사업’ 이나 ‘통합적 접근’이 이루어지고, 

긍정적인 결과를 야기할 경우 점수배점에서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방식의 

재검토가 요구된다.

  4. 정책 환경의 개선

장애노인을 위한 정책 환경의 개선은 거시적인 차원의 접근을 뜻한다. 

이러한 거시적 차원의 접근으로는 장애인복지와 노인복지 간 제도의 정

비, 전달체계의 개편, 그리고 재정지원방식의 변화 등을 포함한다. 그러

나 우선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점은 장기요양제도의 재정비이다. 

해외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장애노인을 위한 서비스제공은 일반적

으로 장기요양제도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즉, 장기요양의 서비

스 상은 장기요양의 욕구를 가진 장애인과 노인 모두를 서비스 상으

로 정하고, 상의 구분 없이 요양의 욕구를 가진 사람에게 다양한 일상

생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일본의 경우는 우리나라처럼 노인장기요양

제도와 장애인복지제도가 서비스 상별로 구분되어 있으나, 필요에 따

라 노인장기요양제도와 장애인복지제도간 연계가 가능하도록 설계하고 

있고, 최근에는 지역생활지원거점의 설치(예정)로 장애인에게 맞춤형 복

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즉, 현행 체계를 보존하면서 



274 장애노인 대상의 통합적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책 방안

서비스 상자에게 통합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제도 간 사각지

를 없애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현재 우리나라의 장기요양제도는 정책의 연령적 

구분에 따라 ‘노인장기요양’과 ‘장애인활동지원’으로 구분되어 있고, 65

세를 기준으로 노인장기요양제도로 전환하도록 강제하고 있어 지역사회

나 민간에서 제공되고 있는 복지서비스의 종류와 양이 매우 제한적인 한

국의 현실에서 장애노인이 자신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적절히 제공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장애노인의 경우 노화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쇠퇴로 요양에 한 욕구

가 다른 장애인구 집단에 비해 높기 때문에 노인복지의 요양중심 서비스

와의 연계가 다른 장애인구 집단에 비해 더욱 절실하다. 장애인활동지원

제도가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에 목적이 있다면, 요양의 욕구가 

높은 장애인의 경우, 노인장기요양서비스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모

두 제공받을 수 있어야 개별적 욕구에 응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가능

해 진다. 우리나라의 장기요양제도는 제도의 계획에서부터 ‘노인장기요

양’과 ‘장애인활동지원’으로 구분되어 시작되었다. 

그러나 향후에는 장기요양의 욕구가 높은 장애인과 노인을 통합하고 

‘장기요양제도(현 노인장기요양제도, 명칭의 변경 필요)’를 통해 충분한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통합하고, 장애인의 특성 및 이들의 

자림생활 지원을 위한 목적으로 추가적인 활동지원서비스 제공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제도의 통일성과 효율성 측면의 지속적 검토가 필요하다(김

찬우, 2013). 

향후 장애노인 관련 정책수립은 정책의 큰 체계로서 현행 노인장기요

양제도와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역할에 한 재검토로 시작하여야 할 것

이다. 또한 현재 개별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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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 내용이 확 되어 장애노인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확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장애인복지와 노인복지 분야 

전문가 간 교류를 통해 ‘장애’와 ‘노화’의 이슈에 한 이해가 전제되어, 

장애노인이 장기요양제도의 범위 내에서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할 것이다. 특히나 장애노인의 경우 고령으로 인

해 야기되는 장애의 의료적인 지원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장기요양의 측

면에서 의료 역의 서비스 제공이 충분히 가능할 수 있도록 제도의 설계

에 있어 추가적인 고려가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제도적 발전은 장애노인의 개별적 욕구에 부합할 수 있도록 종

합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 일본의 경우처럼 장애노인의 서비스 선

택이 가능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즉, 장애노인이 요구하는 

경우, 노인장기요양서비스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양 제도 중 하나를 

선택하거나 두 가지 모두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 간 오픈되어야 할 것

이다. 이러한 제도 시행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이와 관련된 거점기관 혹은 

중간기관의 활용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행정조직의 개편도 요구된다. 미국의 경우는 보건복지부 내에 지

역사회국(Administration for community living)을 신설하여 장애인

과 노인 그리고 발달장애인 지원 부서를 통합함으로써 부처별 칸막이를 

없애고, 부처별 예산과 행정인력의 통합을 통하여 서비스 상자에게 통

합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정책 환경을 변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해외 사례는 향후 우리나라의 장애노인 관련 정책의 방향성 설정에 있어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 주고 있다고 생각된다. 장애노인 관련 정책의 수

립에 있어, 장애인복지와 노인복지의 부처별 칸막이와 예산의 이원화 그

리고 인력의 구분은 예산의 운용과 서비스의 효과성을 저해하는 요인임

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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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장애노인 대상 복지서비스관련 FGI 질문(안) 

1. 장애인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이 경험하는 노화는 어떠한 것들이 있

습니까? (사례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이야기 해 주십시오) 

2. 장애인이 복지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노화’를 경험하게 되면 서비스 제

공에 있어 어떠한 변화를 경험하십니까? 이들을 할 때 어려움은 없

습니까?

3. 장애인이 ‘노화’를 경험하면서 어려움을 토로하는 부분은 어떠한 것들

이 있습니까? 

4. 장애인 역과 노인 역의 ‘연계’ 필요성에 해 생각해 보신 적이 있

으십니까? 있다면, 어떠한 이유에서 ‘연계’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5. 현재의 장애인복지 체계 내에서 노인 역과 장애인 역의 연계가 강

화된다고 했을 때, 가능한 시도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으며, 어떠한 어

려움들이 예상됩니까?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이 필요할

까요? 

6. 해외에는 노인 및 장애인을 상으로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연

계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미국의 ADRC) 이

를 통해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어떠한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십

니까?

부 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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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서비스

대분류1)

서비스

소분류2) 기관분류3) 주요기관명 예시(En)4) 기관

형태5)

카운티내

기관 

총수6)

제공대상7) 제공서비스8) 비고

1

성인 

주간 보호 

(Adult Day 

Care)

성인데이케어 

및 헬스케어 

라이센싱

보건부, 

지역공공

기관

Dept. of Health Services, 

State of California, Dept. 

of Social Services

정부

기관
3 간호 및 요양기관

전문간호기관 및 

요양기관 라이센싱, 

모니터링

　

2 성인데이케어 Aging기관

Senior Center, Senior Day 

Care, Adult Day Health 

Care Center

민간

기관

(비 리, 

리)

14

부분 60세 

이상이나 18세 

이상도 있음

(기억장애, 

신체적쇠약노인, 

치매노인, 

치매젊은이)

1) 부분 Adult 

Day Care(Social) 

프로그램: 운동, 

양, 음악, 아트, 

교육 등 

2) 1개기관은 

Social+Medical 

프로그램

　

3

성인 

주간 보호 

(Adult Day 

Care)

성인

헬스케어

Aging/

장애기관

(보건)

Senior Center, Senior Day 

Care, Adult Day Health 

Care Center, Alzheimer's 

Family Service Center, 

ADHD Center

민간

기관

( 리, 

비 리)

18

18세 이상 중 

의료서비스필요 

상태임을 증명하는 

의사진단 받은 

사람. 신체/정신 

장애로 일상생활 

어려운 사람(단, 

시설수용이 

필요없는 사람), 

알츠하이머,치매, 

ADHD, 

발달장애 등

간호, 의료모니터링, 

재활, 운동, 액티비티 

프로그램(Medical 

중심, Social 포함)

　

부록 2. 미국 ADRC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 내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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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서비스

대분류1)

서비스

소분류2) 기관분류3) 주요기관명 예시(En)4) 기관

형태5)

카운티내

기관 

총수6)

제공대상7) 제공서비스8) 비고

4

사별 및 매장 

서비스 

(Bereaveme

nt and 

Burial 

Assistance)

사별 상담

(Bereavement 

Counseling)

Aging/

지역사회

기관

Coaching and Counseling 

Services, Cathedral, 

Neurobehavioral Clinic, 

Medical Center, Family 

Center, Senior Center, 

Hospice Service

민간

기관

( 리, 

비 리)

12

가족 중 사별을 

맞은 사람, 

돌봄제공자 등

주로 개인상담 

그러나 제공기관에 

따라 그룹상담 

제공하기도 함

본서비스는 

Support 

Group( 분류)의 

'Bereavement 

Counseling'과 

중복되어 본 

서비스를 포함하고 

Support 

Group의 해당 

서비스를 제외함

5
장례서비스

(Private Pay)

지역사회

기관

Mortuary, Memorial 

Services, Memorial Parks

민간

기관

( 리)

8

장례서비스 

필요한 사람 

누구나

장례서비스 　

6

장례서비스

(Public-

저소득)

지역공공

기관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Offices

정부

기관

(지역별 

사회

안전청)

7

Social Security 

서비스 상자 

(저소득자)

Social Security 

장례금 지급(병원비 

잔금, 장례식비 등)

　

7

돌봄자 

지원

(Caregiver 

Support)

Caregiver 

Resource 

Center

장애기관/

지역사회

기관

(주로 각종 

질병관련 

조직, 기관)

Dementia Association, 

Fibromyalgia Support 

Group, Down Syndrom 

Association, Multiple 

Sclerosis Society, Arthritis 

Foundation, Family Service 

민간

기관

(비 리, 

리)

44

알츠하이머, 각종 

암, 뇌졸증, 당뇨 

등 환자 및 

장애인과 그 

가족

질병 및 장애에 한 

정보제공, 

상담서비스, 보호자 

멘토링서비스, 

서비스연계, 

질병관련 운동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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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서비스

대분류1)

서비스

소분류2) 기관분류3) 주요기관명 예시(En)4) 기관

형태5)

카운티내

기관 

총수6)

제공대상7) 제공서비스8) 비고

Center, Alzheimer, Ataxia, 

Epilepsi, Cancer, Diabetes, 

Deaf, Leukemia, 

Depression & Bipolar, 

Stroke Rehab, Incest 

Survivors, Brain Injury 

Support Group

훈련서비스 등

8

돌봄제공자 

휴식 서비스

(Respite 

Care)

Aging/

지역사회

기관

Adult Day Health Care, 

Senior Centers, Caregiver 

Resource Center, 

Community Gardens, 

Family Centers

민간

기관

(비 리, 

리)

19

치매, 장애인, 

환자 및 

데이케어센터 

이용자 가족

휴식서비스(단기 

휴식 서비스)
　

9

돌봄제공자 

지지그룹

(Support 

Center)

장애기관/

지역사회

기관

(주로 각종 

질병관련 

조직, 기관)/

Aging

Advocates for Special 

Kids, Down Syndrome 

Association, Multiple 

Sclerosis Society, Deaf 

Equal Access Foundation, 

Caregiver Resource 

Center, Family Service 

Center, Alzheimer, Ataxia 

Support Center, Parkinsons

Disease Association, 

Diabetes, Lung Association,

Council of Aging

민간

기관

(비 리, 

리)

69

환자, 노인, 

장애인 및 그 

가족

상호 지지그룹, 

자조그룹 구성 및 

미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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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서비스

대분류1)

서비스

소분류2) 기관분류3) 주요기관명 예시(En)4) 기관

형태5)

카운티내

기관 

총수6)

제공대상7) 제공서비스8) 비고

10 사례 관리

(Case 

Manageme

nt or Care 

Coordination)

사례관리

(Private Pay)

Aging/

지역사회

기관

Senior Center, Nursing 

Services, Health Services, 

Outreach Program, Family 

Services, Eldercare Case 

Management, Care 

Management Services 

Center, Community Care 

Center

민간

기관

(비 리, 

리)

35 환자, 노인 등

케어플랜, 사례관리 

서비스, 서비스 연계 

등

　

11

사례관리

(Public-

저소득)

Aging기관

Dept. of Health Services, 

State of California, Dept. 

of Social Services

민간

기관

(비 리, 

리)

6

주로 노인, 

장기요양서비스

를 받는 자

사례관리 서비스, 

서비스 연계 등
　

12

장애인 

서비스와 

보장구

(Disability 

Services 

and 

Products)

장애용구, 용품 

및 의류

(Assistive 

Devices, 

Equipment, 

Clothing)

장애기관/

Aging/

질병관련

기관

Active Forever, Advocates 

for Special Kids, Medical 

International, Senior 

Center, Mobility Specialist, 

Hearing Aids, Driving 

School, Medical 

Equipment Supplies, 

Lifestyle Services, House 

Doctors Handyman 

Services, Assistive 

Technology Exchange 

Center, Deaf Community, 

민간

기관

( 리, 

비 리), 

정부

기관

83

장애인, 노인, 

관련 질병에 

걸린 환자 등

장애용구,용품 및 

의류 등 지원 

(목욕안전시설,침구,

드레싱기구,주거관련

시설,의료비상벨,Mo

bilityAids,시력/청력

보조기구),워커,목발,

PortableCommodes,

운전교습용자동차

여,휠체어,주거시설

변경(장애인편의에맞

도록)지원(인테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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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서비스

대분류1)

서비스

소분류2) 기관분류3) 주요기관명 예시(En)4) 기관

형태5)

카운티내

기관 

총수6)

제공대상7) 제공서비스8) 비고

Miracle on Wheel, 

Accessible Design, Ability 

Center, Assistive 

Technology

컨설팅),전화편의시

설(청력보조,핸즈프

리, 화내용텍스트서

비스등),휠체어진입

시설구축지원,리프트

시설설치등 

13

장애인 

레크리에이션 

센터

(Disability 

Recreation 

Centers)

장애기관

Ability First, Therapeutic 

Recreation, Disabled 

Sports, Therapeutic Riding 

Center, Special Olympics, 

Disabled Children's Relief 

Fund

민간

기관

(비 리, 

리)

8

장애인(주로 

발달장애, 

기타장애아동) 

예체능관련 

액티비티, 

방과후과정, 뮤지컬 

및 연극 프로그램, 

만들기, 게임, 스키 

등 운동

　

14

장애지원센터/

가정위탁 돌봄

(Disability 

Support 

Centers/

Foster Care)

장애기관/

지역사회기관

Family Connections, New 

Vision Center, Hope 

Wellness Center, Diabetic 

Solutions, Medical Center, 

Disability Rights Center, 

Development Disabilities 

Board, Catholic Deaf 

Community

민간

기관

(비 리, 

리)

20
장애인

(아동, 성인)

장애인을 위한 

가정위탁 돌봄 지원 

(위탁가정에 돌봄에 

소요되는 식품 및 

기타 용품 지원, 

현금지원 등), 

장애지원센터 별 

해당 장애인에 한 

지원(시각, 청각, 

신체 및 발달장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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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서비스

대분류1)

서비스

소분류2) 기관분류3) 주요기관명 예시(En)4) 기관

형태5)

카운티내

기관 

총수6)

제공대상7) 제공서비스8) 비고

15

Home 

Modifications

(주거 개선)

지역정부

기관/

지역사회 

리기관

City of Anaheim, City of 

Brea 등 각 City 기관의 

Housing Rehabilitation 

Program, House Doctors 

Handyman Service, Bath 

Doctors

정부

기관/

민간

기관

( 리)

28 저소득자

주거개선 

프로그램(지역 

정부기관), 장애인 및 

노인 특성에 맞는 

주거개선 

서비스( 리민간기관)

　

16

Regional 

Centers

(발달장애인 

서비스 

-지역센터)

지역정부

기관/

지역사회

기관

Regional Center of Orange 

County Office, St. Jude 

Brain Injury Network, 

Family Support Network

민간

기관

(비 리)

/지역정

부기관

6
발달장애, 인지 

및 정신지체 등

발달장애 측정. 

건강진단, 

건강지원서비스, 

정보/연계

　

17

Rehabilitation 

Services

(재활서비스)

지역사회

기관/

Aging기관/

장애기관

Continuing Rehab Center, 

Commonwealth ADHC 

Center, Adult Day Health 

Centers, Alzheimer's 

Family Service, Head 

Injury Program Center, 

Continuint Rehab Center

민간

기관

(비 리, 

리)

14
노인, 치매환자, 

장애인

스피치떼라피, 신체 

및 직업 재활, 

augmentative 

therapy, 

recreational 

therapy, 

신경심리학적 서비스 

등 각종 재활서비스

　

18
Training

(훈련)
장애기관

Ability First, 각 학별 

Continuing Education 

Center(Disabled Students 

Programs)

민간

기관

(교육, 

비 리)

6 장애인

교육, 직업 및 개인 

상담(정보제공), 각종 

시험에 도움 지원, 

특수장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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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서비스

대분류1)

서비스

소분류2) 기관분류3) 주요기관명 예시(En)4) 기관

형태5)

카운티내

기관 

총수6)

제공대상7) 제공서비스8) 비고

19

Vocational 

Assistance

(직업지원)

장애기관

Vocational Center, Dept. 

of Rehabilitation, Behavior 

Resources, Adult Day 

Health Care, Goodwill of 

Orange County

민간

기관

(비 리), 

지역정

부기관

11 장애인
직업정보, 직업 코칭, 

취업지원 서비스 등
　

20

Vocational 

Rehabilitation 

Centers

(직업재활)

장애기관

Dept. of Rehabilitation, 

Westview Vocational, 

Elwyn California, Behavior 

Resources, Vocational 

Visions Employment, Adult 

Day Health Center

민간

기관

(비 리), 

지역

정부

기관

7

장애인(발달장애, 

인지 및 

정신지체 등)

직업재활, 

개인 직업개발, 

현장 직업훈련, 

지역산업체 연수 및 

기타 직업관련 사정 

및 지원 서비스 등

　

21

응급 핫라인

(Emergency 

Hotline)

Crisis 

Intervention, 

Emergency 

Preparedness, 

Medical 

Emergency, 

Suicide 

Homes

지역사회

기관

Social Service Agency, Cell 

Phones for Life, Suicide 

Prevention Center, 

Alcoholics Anonymous 

Office, Hotline of Soutern 

California

지역

정부

기관, 

민간

기관

(비 리)

18

학 ,폭력및방임

피해자,알콜중독

자,자살시도자, 

24시간 비상전화 

서비스

본서비스는 

서비스 소분류의 

내용이 모두 

유사하여 서비스 

분류(Emergen

cy Hotlines) 

중심으로 통합함.

22
Adult 

Education

지역사회

기관/

Aging기관

Community College School 

of Continuing Educaiton, 

Adult School, University 

Lifelong Learning Center, 

Seniors in Shape

민간

기관

(비 리, 

리), 

학교

11 성인

ELS, 컴퓨터기술, 

검정고시(고졸), 

고령자를 위한 

프로그램, 고령자를 

위한 1-1 fit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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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서비스

대분류1)

서비스

소분류2) 기관분류3) 주요기관명 예시(En)4) 기관

형태5)

카운티내

기관 

총수6)

제공대상7) 제공서비스8) 비고

고용/ 
교육/ 

자원봉사
(Employm

ent/
Education

/
Volunteer

ism)

운동 지도, 고령자 상

안전교육(추락 및 

낙상방지교육), 시민권

취득 관련 교육, 

기타 지역사회 교육

23

Driver 

Training and 

Evaluation

Aging 기관/

운전교습

기관

Senior Center, Driving 

School

민간

기관

(비 리, 

리)

26
55세 이상 

성인(고령자)

고령자 개인별 매3년 

마다 운전능력향상 

코스주행훈련 및 

실력 테스트를 

실시하여 통과하면 

DMV Certification 

of Completion을 

제공함 - 

자동차운전보험 할인 

혜택을 부여함

본서비스는 

Recreation/Sports

/Leisure 분류 

상에 'Mature 

Driving Classes'와 

중복되어 본 

서비스를 포함하고 

Recreation/Sports

/Leisure 상에서 

제외함

24
Senior 

Employment

지역사회

기관/

Aging기관

Vocational Academy, 

Vocational Center, Senior 

Center

민간

기관

(비 리, 

리)

11

55세 이상 성인 

(고령자), 

일반성인(전문 

직업교육기관의 

경우)

직업서치, 직업정보, 

직업훈련, 행동교정, 

의사소통, 

사회적기술, 

금전운용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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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서비스

대분류1)

서비스

소분류2) 기관분류3) 주요기관명 예시(En)4) 기관

형태5)

카운티내

기관 

총수6)

제공대상7) 제공서비스8) 비고

25

Vocational 

Assistance

(Senior 분야)

지역사회

기관/

Aging기관/

장애기관

Anaheimjobs, Vocational 

Academy, Vocational 

Visions Employment, 

County One-stop Center, 

National Federation of 

Blind America

정부

기관/

민간

기관

(비 리)

11 장애인, 노인 등

고용 및 직업훈련, 

직업정보 및 서치, 

직업상담, 테스트, 

이력서 준비 지원, 

인터뷰 훈련, 연계 

서비스, 실업급여 등

　

26
Volunteer 

Opportunities

지역사회

기관/

Aging기관

County of Orange 

Volunteer Opportunities, 

YMCA, Community of 

Senior Services, Adult Day 

Services, Senior Center

정부

기관/

민간

기관

(비 리, 

리)

17

부분 노인, 

거동불편자(장애

인)

노인단독가구, 

장애인 단독가구 

등에 한 

방문서비스(friendly 

visiting), 위기관리, 

사례관리 및 기타 

지원

　

27

재정지원

(Financial 

Assistance)

Bus Fare/

Gas Money
Aging기관 Senior Center

민간

기관

(비 리)

7 노인(60세 이상)

노인 상 

LocalTransitPass 

혹은 버스요금바우처, 

연료비용보조, 

택시요금바우처 등 

지원 

　

28

Consumer 

Information/

Protection

Aging기관/

지역사회

기관

County AAA, Agency on 

Aging, 2-1-1 Orange 

County, Consumer Affiars, 

Senior Center

정부

기관/

민간

기관

(비 리, 

리)

58

부분 노인, 

거동불편자(장애

인)

노인 상 서비스 

연계관련 정보 제공, 

서비스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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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서비스

대분류1)

서비스

소분류2) 기관분류3) 주요기관명 예시(En)4) 기관

형태5)

카운티내

기관 

총수6)

제공대상7) 제공서비스8) 비고

29
Energy/

Utility

지역사회

기관

Southern California 

Edison(전력기관), Public 

Utilities, Salvation Army, 

Community Action 

Partnership, Luthern 

Social Service, Community 

Resource Care Center

민간

기관

(비 리, 

리)

18
노인, 장애인, 

저소득자

에너지관련 비용 

보조
　

30
Fiduciary 

Abuse
정부기관 Social Service Agency

정부

기관
1 노인,장애인 

연령 및 장애로 인하여

자신을 보호할 수 

없는 학  피해자에 

한 보호 및 치료

　

31

Financial 

Management 

Counseling

정부기관, 

Aging기관, 

지역사회

기관

Neighborhood Housing 

Services of Orange County,

Senior Care Counselling, 

Resource Oversight & 

Guidance Services, 

Reverse Mortgage and Life 

Settlements

정부

기관, 

민간

기관

( 리, 

비 리)

8

저소득가구, 

노인, 

일반가구(누구나) 

등 기관별 

규정에 따름

Affordable 

housing 기회 제공, 

주거관련 비용에 

한 재정상담 

서비스, 주거관련 

Loan 서비스 등

　

32

Financial 

Record 

Keeping

지역사회

기관

Diversified Investment 

Services, Retirement 

Planning Advisors, 

Insurance and Investment 

Services, Senior Care 

Advisors

민간

기관

( 리)

8

리기관이므로 

서비스에 한 

비용을 지불하는 

사람 누구나 

이용가능

Financial 

Advisor에 의한 

일 일 재정 

상담(운용계획)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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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서비스

대분류1)

서비스

소분류2) 기관분류3) 주요기관명 예시(En)4) 기관

형태5)

카운티내

기관 

총수6)

제공대상7) 제공서비스8) 비고

33

General 

Relief/

Temporary 

Aid

정부기관
Social Services Agency 

Central Regional Center

정부

기관
1

해당 카운티 

거주자, 노숙인, 

저소득자(소득기

준 있음) 중에서 

기타 사회복지 

프로그램에 

해당되지 않는 자

일시 현금지원 

서비스
　

34

Homeowner/

Renter 

Assistance

지역사회

기관

Keep Your Home 

California, Serving People 

In Need, Community Care 

Center, Family Assistane 

Ministries, St. Vincent De 

Paul Society

민간

기관

(비 리)

6

집소유자 중 

중위소득 이하자 

이면서 

Mortgage Loan 

Default 위험에 

처한 자(Keep 

your home 

california의 

경우), 저소득자 

혹은 노숙인, 

일시 위기가족

모기지 비용에 한 

재정지원, 렌트비 등 

주거관련 비용에 

한 재정지원 

서비스

　

Income Tax
지역사회

기관

Community Action 

Partnership of Orange 

County

민간

기관

(비 리)

1 서비스 신청자
세금정보에 한 

지원서비스
　

35



부 록 307

연번
서비스

대분류1)

서비스

소분류2) 기관분류3) 주요기관명 예시(En)4) 기관

형태5)

카운티내

기관 

총수6)

제공대상7) 제공서비스8) 비고

36
Medi-Cal/

Medicaid

정부기관, 

지역사회

기관

SocialServiceAgency,LawOf

fice,Medi-CalSpecialists,Ca

l-Optima, 

정부

기관, 

민간

기관

( 리, 

비 리)

10
노인, 저소득자, 

장애인

Care Coordination 

Program, 

Medi-Cal, 

Cal-Optima에 한 

상담 및 신청 등 

서비스

　

37

Prescription 

Drug 

Assistance

지역사회

기관

Partnership for 

Prescription Assistance, 

Lutheran Social Services, 

Community Resource Care 

Center, 

Leukemia&Lymphoma 

Society

민간

기관

( 리, 

비 리)

5

저소득자,해당환

우(Leukemia)중

저소득자,노숙인 

Prescription Drug 

Coverage 가 없는 

사람에 한 처방약 

지원 서비스

　

38
Reverse 

Mortgage

지역사회

기관

New Start Home Loans, 

Financial Freedom Senior 

Funding Corporation, 

Liberty Home Equity, 

Mortgage Cooperation

민간

기관

( 리)

20
노인 중 

집소유자
역모기지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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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서비스

대분류1)

서비스

소분류2) 기관분류3) 주요기관명 예시(En)4) 기관

형태5)

카운티내

기관 

총수6)

제공대상7) 제공서비스8) 비고

39
Social 

Security
정부기관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Offices

정부

기관
6

62세 이상 

노인(1929년 

이상 출생자 중 

40년 간 Social 

Security Credit 

보유한 자)

Social Security 에 

해당하는 서비스 

지원

본 서비스는 

Disability 

Services and 

Products( 분류) 

중 Social 

Security 

Disability와 

중복되어 Social 

Security 

Disability를 

제외하고 본 

서비스를 포함함.

40

Supplemental 

Security 

Income(SSI)

정부기관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Offices

정부

기관
6

노인(65세 이상) 

및 장애인

Supplemental 

Security Income 

서비스 지원

　

41

건강/의료

(Health/

Medical)

Alcohol/

Substance 

Abuse

정부기관, 

약물관련 

지역사회 기관

National Clearinghouse for 

Alcohol and Drug Info. 

Empower Counseling 

Services, Alcoholics 

Anonymous, Go Sober, 

Women and Family 

Center, Health Care 

Agency, Awakening 

Substance Abuse

정부

기관, 

민간

기관

( 리, 

비 리)

12

일반인 상이며, 

기관성격에 따라 

여성 및 가족, 

청소년, 노인 등 

분류

알콜중독, 담배중독 

및 기타 약물중독에 

한 Treatment(치료) 

서비스, 교육, 예방 

및 clinics 운 , 

상담서비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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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서비스

대분류1)

서비스

소분류2) 기관분류3) 주요기관명 예시(En)4) 기관

형태5)

카운티내

기관 

총수6)

제공대상7) 제공서비스8) 비고

42

Breast 

Examinations/

Mammograms

정부기관, 

의료관련 

지역사회

 기관

YWCA, Health Center, 

Dept. of Health, County 

Cancer Detection 

Partnership

정부

기관, 

민간

기관

( 리, 

비 리)

4

40세 이상 여성, 

저소득 혹은 

소수인종 우

무료 혹은 저렴한 

마모그램 검사
　

43
Dental 

Services

정부기관, 

의료관련 

지역사회

기관

Smiles on the Run Mobile 

Dental Hygiene Services, 

Share Our Selves, Health 

Centers, Dentistry Service, 

Professional Dental 

Corporation, Community 

Clinic

정부

기관, 

민간

기관

( 리, 

비 리)

19

부분 

치료필요한 

자(5세, 혹은 

15세 이상 등 

연령제한 있는 

기관도 있음)

Dental Care 

서비스(저렴 혹은 

무료 서비스 

제공기관 있음)

　

44

Geriatric 

Assessment/

Counseling

Aging기관, 

의료관련 

지역사회

기관

Access California Services, 

Community SeniorServ, 

Empower Counseling Services,

Senior Center, Angel on 

my Shouolder, Home Care, 

Brain Aging Institute

민간

기관

( 리, 

비 리)

46

노인(특히 

거동불편노인), 

환자 등

고연령자에 한 

법적, 의료적, 

감정적, 재정적 

상담서비스 및 관련 

사정(assessment)서

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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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서비스

대분류1)

서비스

소분류2) 기관분류3) 주요기관명 예시(En)4) 기관

형태5)

카운티내

기관 

총수6)

제공대상7) 제공서비스8) 비고

45
Health 

Assessment

Aging, 

의료관련 

지역사회

기관

Family Health Center, 

Senior Center, Hospitals, 

Disease Clinic, Community 

Clinic, Family Health 

Center, Cancer Detection 

Partnership, HIV/Aids 

Testing

민간

기관

( 리, 

비 리)

46

노인, 장애인, 

환자 등 

(의료기관에 따라 

다소 다름)

기본적 처치, 내과 

등 진료, 고혈압검사 

당뇨 검진, 소변검사, 

혈액검사, 마모그램 

등 암관련 검사, 

에이즈검사 등 건강 

관련 검사

　

46

Health 

Support 

Organizations

장애기관, 

Aging 기관, 

의료관련 

지역사회 기관

Active Forever, Deaf Equal 

Access Foundation, 

Arthritis Foundation, 

National Ataxia 

Foundation, Aids Services, 

American Heart 

Association, Medical 

Association

민간

기관

( 리, 

비 리)

49

장애인, 노인, 

알츠하이머, 각종 

암, 뇌졸증, 당뇨 

등 환자 등

장애, 질병에 한 

지원서비스(bed and 

relaxation, 

dressing aids, 

home health care, 

medical alert, 

mobility aids, 

nutrition and 

vision aids, 

장애관련 용품 

지원서비스 등)

　

47 Hospice
의료관련 

지역사회 기관

New Haven Hospice Care, 

Nurses Plus Home Health, 

Trinity Care, Home Care, 

Hospice Care

민간

기관

( 리, 

비 리)

27

노인, 장애인, 

환자 등 

호스피스 상자

호스피스 서비스, 

진료 및 간호서비스, 

돌봄서비스, 

사회복지관련 

서비스, 상담서비스 

및 재가호스피스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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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서비스

대분류1)

서비스

소분류2) 기관분류3) 주요기관명 예시(En)4) 기관

형태5)

카운티내

기관 

총수6)

제공대상7) 제공서비스8) 비고

48

Hospitals/

Medical 

Center

의료기관

Hospitals, General 

Hospitals, Clinics, Medical 

Centers

민간

기관

( 리, 

비 리)

29

부분 일반인 

상, 노인, 

장애인, 환자 

등에 한 

의료서비스 포함

의료서비스 　

49 Immunizations

의료관련 

지역사회

기관

Flu Shot Clinics, Health 

Care Sgencies

정부

기관, 

민간

기관

(비 리)

3 일반인 상 예방접종 서비스 　

50
Incontinence 

Supplies

의료관련 

지역사회

기관

Pacific West Healthcare 

Supply, Health Care Center,

Medical Equipment & 

Supplies, Health Care 

Center

정부

기관, 

민간

기관

( 리)

5
서비스 필요한 

일반인

의료관련 소비용품 

(기저귀, 침 패드, 

침 시트, 크림 및 

세제 등) 판매

　

51

Medical 

Equipment 

and Assistive 

Devices

Aging, 

장애기관, 

의료관련 

지역사회

기관

Active Forever, Team of 

Advocates, Medical 

International, Senior 

Centers, Hearing 

Enhancement Centers, 

Diabedic Solutions, 

Medical Equipment and 

Supplies, Life Gates, Bath 

Doctors, Clinics, Hearing 

Aid Centers

민간

기관

( 리, 

비 리)

71
장애인, 노인, 

환자 등

장애관련 용구 및 

장비 지원(휠체어, 

목발, 샤워의자, 

벤치, 휠체어 및 

스쿠터 리프트, 

청력보조, 시력보조, 

당뇨신발 등) 고령자 

관련 용구 및 

장비(장애관련용구와 

유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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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서비스

대분류1)

서비스

소분류2) 기관분류3) 주요기관명 예시(En)4) 기관

형태5)

카운티내

기관 

총수6)

제공대상7) 제공서비스8) 비고

52

Mental 

Health/

Counseling 

Programs

의료/

상담관련 

지역사회

기관

General Hospital, Counseling 

Service, Mental Health 

Services, Medical Center, 

Hospitals, Wellness Center, 

Health Care Agencies

민간

기관

( 리, 

비 리)

45

노인, 정신지체 

장애인, 정신관련 

상담 필요한 자 

등

정신상담 서비스, 

노인상담 서비스, 

케이스매니지먼트 등

　

53 Pet Therapy
지역사회

기관
Health and Aging Services

민간

기관

( 리)

1
정서적, 인지장애 

및 만성질환자

정서적, 인지장애 및 

만성질환자에 한 

치료적 목적으로 

애완동물과 함께 

하는 치료서비스 

제공

　

54
Nutrition 

Education

정부기관, 

Aging기관, 

지역사회

기관

Nutrition Information, 

Medical Centers, 

Community College, 

Heatlh Center, Wellness 

Center, Health Care 

Agency, WIC

정부

기관, 

민간

기관

( 리, 

비 리)

30

노인, 환자 및 

잠재적 환자, 

장애인 등

장애 및 질병관련 

양섭취에 한 

교육서비스, 관련 

정보제공 서비스

　

55
Physicial 

Referrals

의료관련 

지역사회

기관

PodiatricMedicalAssociatio

n,MedicalGroup,MedicalAs

sociation 

민간

기관

( 리, 

비 리)

7
일반인, 

노인(기관별로)

Physician Referral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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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서비스

대분류1)

서비스

소분류2) 기관분류3) 주요기관명 예시(En)4) 기관

형태5)

카운티내

기관 

총수6)

제공대상7) 제공서비스8) 비고

56
Podiatry/

Foot Care

지역사회

기관
Newport Plaza Podiatry

민간

기관

( 리)

1 환자

당뇨성 궤양, 발바닥 

통증 등 발과 관련된 

여러 병증에 한 

치료

　

57
Poison 

Information

지역사회

기관
Poison Control Center (불분명) 1 일반인

독약 및 약물남용 등 

관련 비상상황에 

한 조치, 24시간 

운

　

58

Prescription 

Drug 

Assistance

Aging, 

지역사회

기관

Nancy Goetsch, 

Partnership for 

Prescription Assistance, 

AARP, California Board of 

Pharmacy, Health Care 

Agency

민간

기관

( 리, 

비 리)

8 노인, 일반인

Prescription Drug 

Coverage 가 없는 

사람에 한 처방약 

지원 서비스

　

59 Rehabilitation

Aging, 

장애기관 및 

지역사회

기관

Active Forever, Deaf Equal 

Access Foundation, 

Alzheimer's Family Service 

Center, Ataxia Foundation, 

Aids Foundation, Heart 

Association, Medical 

Association, Stroke Rehab 

Network

민간

기관

( 리, 

비 리)

51

노인, 장애인, 

기관별 

해당질환자

장애, 질병 및 

노인에 한 

재활서비스 제공 

(재활서비스 범위는 

기관 및 서비스마다 

상이하나, 각종 

Therapy 및 관련된 

지원서비스, 

상담서비스 등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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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서비스

대분류1)

서비스

소분류2) 기관분류3) 주요기관명 예시(En)4) 기관

형태5)

카운티내

기관 

총수6)

제공대상7) 제공서비스8) 비고

60
Vision/

Hearing Aids

장애기관, 

의료관련 

지역사회

기관

Hearing Aid Center, Eye 

Care Clinics, Hearing 

Enhancement Center, Sight 

Program, Health Center

민간

기관

( 리, 

비 리)

21 장애인, 노인

시력 및 청력 

보조장구 제공, 

시력/청력 관련 

치료/의료 서비스

　

61
Visiting 

Physicians

의료관련 

지역사회

기관

PodiatricMedicalAssociatio

n,ArthritisFoundation,Medi

calAssociation 

민간

기관

(비 리)

3 일반인
Physician Referral 

서비스
　

62

주택개조/

수리

(Home 

Modification/

Repair)

Government 

Grant and 

Low-Interest 

Loan 

Program

정부기관/

지역사회

기관

City of Anaheim, City of 

Brea 등 각 City 기관의 

Home Improvement/ 

Enhancement/ 

Rehabilitation Loan 

Program 및 Accessibility 

Construction Company, 

Seaside Construction 등 

지역기관

정부

기관, 

민간

기관

( 리, 

비 리)

29 부분 저소득자

주거개선을 위한 

부프로그램

(Loan Program)

　

63

Private and 

Non-profit 

Programs

지역사회

기관

Rebuilding Together, Paint 

Your Heart Out, 

Beachwood Construction, 

Living Solution 등

민간

기관

( 리, 

비 리)

15
부분 저소득자, 

노인, 장애인

주거개선 서비스 

(기본적 생활환경 

구축), 페인트, 골격, 

방풍 및 방한 가능한 

주거환경 마련, 장애 

및 고령자 특성에 

맞는 주거환경 마련 

(레일, hand-held 

shower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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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서비스

대분류1)

서비스

소분류2) 기관분류3) 주요기관명 예시(En)4) 기관

형태5)

카운티내

기관 

총수6)

제공대상7) 제공서비스8) 비고

64

주택/쉼터

(Housing/

Shelter)

Emergency 

Shelters
지역사회기관

Cold Weather Shelter, 

Church, Shelter, House of 

Hope, Friendship Shelter, 

Shelter for the Homeless, 

Regina House, Armory 

Shelter

민간

기관

( 리, 

비 리)

20

기관별로 상이 

(일반인, 노숙자, 

근로가능자, 

housing 없는자, 

학 피해자, 

싱글, 저소득자 등)

Shelter 

서비스(임시보호, 

긴급보호, 식사제공 

등)

　

65

Group 

Residences 

for Adults 

with 

Disabilities

지역사회

기관

Rescare, Home Inc., God 

Shephard Community

민간

기관

( 리, 

비 리)

4 장애인

Shelter 

서비스(장애인 관련 

장비, 치료시설 등 

갖춘 시설 내에서 

보호 서비스)

　

66
Home Safety 

Evaluations

Aging, 

지역사회

기관

Rebuilding Together, Paint 

Your Heart Out, 

Beachwood Construction, 

Living Solution, StaySafe, 

Community SeniorServ

민간

기관

( 리, 

비 리)

16
저소득 노인, 

장애인

주거환경 안전 설비 

구축 서비스(램프, 

핸드레일, 수도관련 

수선, 기타 집 수리)

　

67
Housing 

Authorities

정부기관, 

지역사회

기관

Housing Authority, County 

Housing Offices, Housing 

Corporation

정부

기관, 

민간

기관

( 리)

5

저소득 노인, 

Section-8 

기자, 저소득자

Rental Asi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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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서비스

대분류1)

서비스

소분류2) 기관분류3) 주요기관명 예시(En)4) 기관

형태5)

카운티내

기관 

총수6)

제공대상7) 제공서비스8) 비고

68

Locating 

and Moving 

Services

지역사회

기관

(이사업체), 

Aging

Keep Your Home 

California, Helping Hands, 

Changing Spaces, Senior 

Sensitive Services, Real 

Estate 등

민간

기관

( 리, 

비 리)

20

기관별로 상이 

(일반인, 노인, 

주거지가 있는자, 

저소득자, 

Mortgage 

출금 갚지 못한 

자, 실직자 등)

이사서비스(노인의 

경우, 사별 이후 집 

이사의 경우 

사별관련된 도움도 

제공함)

　

69
Ombudsman 

Services

지역사회

기관
Council on Aging

민간

기관

(비 리)

1 노인관련 기관

노인관련 

기관(Nursing 

Home, Residential 

Care Facilities for 

the Elderly 등)을 

상으로 옴부즈맨이 

불시방문하여 

노인학  현황 점검

　

70 Real Estate

지역사회

기관, 

Aging

Carepatrol of Orange 

County, Seniors Referred 

by Me, Real Estate, 

Century 21 Realty, Care 

Placement

민간

기관

( 리, 

비 리)

11 노인

노인이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맞춤형 주거지(집) 

찾기 서비스, 

Housing Referral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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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서비스

대분류1)

서비스

소분류2) 기관분류3) 주요기관명 예시(En)4) 기관

형태5)

카운티내

기관 

총수6)

제공대상7) 제공서비스8) 비고

71

Residential 

Care 

Facilities

(Assisted 

Living 

25-400 Beds)

Aging, 

장애기관, 

지역사회

기관

Aliso Laguna Village, 

Residential Care Center, 

Tuscany Villa, Well House 

Residence, Wilshire 

Manor, Senior Care 

Community, Senior Living 

Community, Assisted 

Living

민간

기관

( 리, 

비 리)

102

mild physical 

and/or 

cognitive 

impairment 를 

가진 사람

Accommodation 

서비스, 식당 서비스, 

청소서비스, 사회적 

활동 및 의료시설에 

한 교통수단 

서비스 및 기타 

개인별 욕구에 따른 

필요서비스 제공

　

72

Residential 

Care 

Facilities

(Board & 

Care 4-6 

Beds)

주로 Aging, 

장애기관, 

지역사회

기관

ElderCare,ResidentialCare,

CareHome,SunnyvilleHome

,IrvineCottage,CareHome, 

Leisure Lodge, Elderly 

Care Home  등

민간

기관

( 리, 

비 리)

869 노인, 장애인 등

돌봄, 일상생활에 

한 수퍼비전 및 

지원(목욕 및 

grooming 등) 

의료지원서비스

　

73

Residential 

Care 

Facilities 

Complaints, 

Licensing, 

Referral 

Agencies

정부기관, 

지역사회

기관

Community Care 

Licensing, Council on 

Aging, Dept. of Health 

Services 등

정부

기관, 

민간

기관

( 리, 

비 리)

27개 

이상

Residential 

Care관련 기관 

및 노인

Residential Care 

시설에 한 

불만접수, 라이센싱 

및 연계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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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서비스

대분류1)

서비스

소분류2) 기관분류3) 주요기관명 예시(En)4) 기관

형태5)

카운티내

기관 

총수6)

제공대상7) 제공서비스8) 비고

74

Retirement 

for the 

Mentally Ill

정부기관, 

지역사회

기관

Health Care Agency, 

O.A.S.I.S., Home INC

정부

기관, 

민간

기관

( 리, 

비 리)

4

노인, 

정신지체장애인, 

저소득자 등

사례관리, 거주지원, 

약물치료 등 

지원서비스

　

75
Retirement 

Communities
Aging

Huntington Gardens, 

Leisure World

민간

기관

( 리, 

비 리)

3 노인, 장애인

저소득, 노인 및 

장애인 상 주거, 

adult Retirement 

Community 서비스

　

76
Shared 

housing
Aging Buena Park Senior Center

민간

기관

(비 리)

1 노인

Sharing Space 

서비스(주거를 

같이하면서 함께 살 

수 있도록 책임감, 

동료의식 및 위급상황

시 도움을 주는 등)

　

77

Skilled 

Nursing/

Convalescent 

Facilities

의료관련 

지역사회

기관

Nursing Center, Health 

Care Center, Care Center, 

Health Center

민간

기관

( 리, 

비 리)

68
노인, 장애인, 

환자 등

집중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돌봄 

서비스, 

전문간호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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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서비스

대분류1)

서비스

소분류2) 기관분류3) 주요기관명 예시(En)4) 기관

형태5)

카운티내

기관 

총수6)

제공대상7) 제공서비스8) 비고

78

Skilled 

Nursing/

Convalescent 

Facilities 

Complaints, 

Licencing

정부기관, 

지역사회기관

Dept. of Health Services, 

Council of Aging

정부

기관, 

민간

기관

(비 리)

2

Skilled Nursing 

Facilities 및 

시설이용자

Skilled Nursing 

Facilities 의 

라이센싱 및 

불만접수

　

79

가정방문 

서비스

(In-Home 

Services)

Errands/

Delivery 

Services

Aging, 

의료관련 

지역사회 기관

Allways Home Care, SC 

Concierge, Medical Center 

Senior Services, Nurse 

Next Door Home Care

민간

기관

( 리, 

비 리)

11
노인, 장애인, 

환자 등

일상생활 심부름, 

치료약속 동행 및 

집안일, 개인돌봄 등 

서비스

　

80

Hairdressing 

& Beautician 

Services

지역사회기관 A-Traveling Hair Service

민간

기관

( 리)

1 노인, 장애인
이동식 미용서비스 

(이발 등)
　

81
Home Health 

Services

Aging, 

의료관련 

지역사회

기관

Better Life Health Services, 

Hospice Services, Nurse 

Concierge, Health Care, 

Home Care

민간

기관

( 리, 

비 리)

20
노인, 장애인, 

환자 등

재가 의료서비스 및 

각종 지원서비스 

(의료, 간호, 식사준비,

긴급지원, 기본적 

심부름, 쇼핑 등)

　

82
Housekeepin

g Services

Aging, 

지역사회

기관

Always Home Care, Bright 

Watch Caregivers, Nurse 

Next Door, Happy At 

Home, Domestic 

Experience, Newport 

Home Care, Senior Care 

Solutions

민간

기관

( 리, 

비 리)

13 노인, 장애인 등

드레싱 지원, 심부름, 

집안일, 목욕, 

화상  등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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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서비스

대분류1)

서비스

소분류2) 기관분류3) 주요기관명 예시(En)4) 기관

형태5)

카운티내

기관 

총수6)

제공대상7) 제공서비스8) 비고

83

In-Home 

Assistance 

Agencies

Aging, 

지역사회

기관

Allways Home Care, SC 

Concierge, Medical Center 

Senior Services, Happy At 

Home, Domestic 

Experience, Newport 

Home Care, Senior Care 

Solutions

민간

기관

( 리, 

비 리)

124
노인, 장애인, 

환자, 저소득 등

재가 의료서비스, 

심부름, 집안일 

서비스, 목욕, 

화상 , 연계서비스, 

긴급지원 동행 및 

개인돌봄 서비스 등

해당 분류 상에 

소분류 목록 중 

Low-income 

In-Home 

Assistance 

Service 및 

Referrals for 

In-Home 

Service 를 

통합하여 기재함

84
보험

(Insurance)

Health 

Insurance

정부기관, 

지역사회기관

Blue Cross Blue Shield, 

American Medicare, Social 

Service Agency, Health 

Plan, Cal-Optima, 

Medi-Cal Regulations 

Specialists

정부

기관, 

민간

( 리, 

비 리)

11이상 노인, 장애인 등

Health 

Insurance관련 

상담, 신청 및 

접수(건강보험명칭: 

Life Insurance, 

HMO's, Medicare, 

Medicaid, 

Medi-Cal, 

Medi-Cal 

Planning, 

Long-Term Care 

Insurance, State 

Disability 

Insurance, 

Unemployment 

Insurance)

해당 분류 상에 

소분류 목록 중 

Life Insurance, 

HMO's, 

Medicare, 

Medicaid, 

Medi-Cal, 

Medi-Cal 

Planning, 

Long-Term 

Care Insurance, 

State Disability 

Insurance, 

Unemployment 

insurance를 

통합하여 기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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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서비스

대분류1)

서비스

소분류2) 기관분류3) 주요기관명 예시(En)4) 기관

형태5)

카운티내

기관 

총수6)

제공대상7) 제공서비스8) 비고

85

법률 서비스

(Legal 

Services)

Conservators

hip/

Public 

Guardian

정부기관, 

지역사회기관

Law Offices, LLP 사무소, 

Health Care Agency

정부

기관, 

민간

( 리)

3 노인

노인 상 법 상담 

및 변호 서비스, 

학 피해관련 서비스

　

86
Court 

Assistance

정부기관, 

지역사회기관

Law Offices, LLP, Fair 

Housing Foundation, 

Disability Rights Legal 

Center, Bar Association, 

University School of Law

정부

기관, 

민간

( 리, 

비 리)

15 노인, 장애인

노인관련 법률 전문 

변호서비스, 관련 

법적 서비스, Probate 

Conservatorship 

Service 등

　

87

Dispute 

Resolution/M

ediation

정부기관, 

지역사회

기관

Law Offices, Public 

Utilities Commission, 

Institute for Conflict 

Management, California 

Dept. of Consumer Affairs

정부

기관, 

민간

( 리, 

비 리)

8

일반인(노인, 

장애인 상인 

경우도 있음)

DisputeResolution

서비스,Complaints

서비스 

　

88
기타 Legal 

Service

정부기관, 

지역사회

기관

LawOffices,LegalFoundatio

ns,KeepYourHomeSafet,Di

sabilityRightsLegalCenter,B

arAssociation,LLP사무소,  

Housing 및 Elder Abuse 

관련 기관

정부

기관, 

민간

( 리, 

비 리)

25개 

이상

노인, 장애인, 

일반인

노인 및 장애인 상 

법률전문 상담 및 

변호서비스(노인 상

서비스가 주), 서비스 

범위: Domestic 

Violence 

Programs/Counsel

ing, Durable 

Power of 

Attorneys, Elder 

해당 분류 상에 

소분류 목록 중 

Domestic 

Violence 

Programs/

Counseling, 

Durable Power 

of Attorneys, 

Elder Law 

Attorne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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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서비스

대분류1)

서비스

소분류2) 기관분류3) 주요기관명 예시(En)4) 기관

형태5)

카운티내

기관 

총수6)

제공대상7) 제공서비스8) 비고

Law Attorneys, 

Housing/Tenant 

Services, Legal 

Aid/Advocacy, 

Legal Referral 

Services, 

Licensing of 

Residential 

Facilities, 

Pateints/Grandpar

ent Rights, Victim 

Assistance 

Programs 등

Housing/Tenant 

Services, Legal 

Aid/Advocacy, 

Legal Referral 

Services, 

Licensing of 

Residential 

Facilities, 

Pateints/Grand

parent Rights, 

Victim 

Assistance 

Programs 등의 

서비스를 

통합하여 기재함

89

음식지원

(Meals/

Food)

Meals/

Food

정부기관, 

Aging기관, 

지역사회

기관

Community SeniorServ., 

Social Service Agency, 

Community Action 

Partnership, First Lutheran 

Church, Community 

Action Partnerhsip, 

Families Forward, Senior 

Center 등

정부

기관, 

민간

( 리, 

비 리)

40개 

이상

주로 저소득자 

및 노숙자, 

노인(기관별로)

Congregate Meal 

Sites(저소득자, 

노숙인 및 

시니어센터의 경우 

노인 등을 상으로 

점심식사 혹은 

저녁식사 

제공서비스-기관 내 

식당에서 일괄제공), 

Emergency 

Food(저소득자, 

해당 분류 상에 

소분류 목록 중 

Congregate 

Meal Sites, 

Emergency 

Food, Food 

Banks, Food 

Stamps, Home 

Delivered Meals 

등의 서비스를 

통합하여 기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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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서비스

대분류1)

서비스

소분류2) 기관분류3) 주요기관명 예시(En)4) 기관

형태5)

카운티내

기관 

총수6)

제공대상7) 제공서비스8) 비고

노숙자 - 위기상황에 

한 비상 

식량지원서비스), 

Food Banks 

(저소득자 등을 

상으로 정기적/ 

일시적으로 식료품 

지원 서비스), Food 

Stamps(정부의 

Food Stamp 바우처 

지원 서비스), Home 

Delivered Meals: 

Meals on 

Wheel(거동불편 

노인, 장애인, 

저소득자 등을 위한 

음식 배달 서비스)

90

레져/스포츠

Recreation/

Sports/

Leisure

Fitness 

Assessment

지역사회

기관,

Aging기관

Gerontology Center, 

Developmentally Disabled 

Dance, Community 

Services, Senior in Shape

민간

( 리, 

비 리)

4 노인, 발달장애인

노인 상개인person

altraining서비스(출

장), 발달장애인 상 

무용 레슨, 기타신 

체피트니스, 밸런스, 

운동 및 트레이닝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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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서비스

대분류1)

서비스

소분류2) 기관분류3) 주요기관명 예시(En)4) 기관

형태5)

카운티내

기관 

총수6)

제공대상7) 제공서비스8) 비고

91

Rehabilitatio

n Services/

Occupational 

Therapy

지역사회

기관

(주거관련), 

장애기관

Rebuilding Together, Paint 

your Heart, ADHC Center, 

Stayhome Safe Inc., Adult 

Day Health Care, Helping 

Hands, Seaside 

Construction, Community 

Service

민간

( 리, 

비 리)

26
장애인, 노인, 

환자 등

노인 및 장애인 상 

주거개선 및 치료 

지원 서비스, 간호, 

의료 모니터링, 

작업치료, 언어치료 

등 서비스

　

92 Travel Aging기관

Senior Citizens Center, 

Senior Center, Community 

Center

민간

(비 리)
27 노인

노인 상 Day and 

Extended Trip 

서비스

　

93

안전

(Safety)

Elder Abuse/

Neglect
정부기관 Social Service Agency

정부

기관
1 노인 및 장애인

노인 및 장애인 등 

스스로 보호하기 

어려운 사람에 한 

학 (신체, 방임, 

경제적 학 , 유기, 

고립, 유괴 및 기타 

등)의 경우에 

피해자에 한 보호 

및 지원서비스

　

94

Emergency 

Response 

Systems

지역사회

기관

Life Alarm Services INC., 

Lifefone, Companion 

Services, Lifeline, LifeStyle 

Services, Direct Link, 

Comfort Keepers, Home 

민간

( 리, 

비 리)

15
일반인, 

노인(기관별로)

24시간 비상전화 

서비스, 손목 및 

목걸이 연결장치 

서비스, 가정 내 

노인을 위한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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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서비스

대분류1)

서비스

소분류2) 기관분류3) 주요기관명 예시(En)4) 기관

형태5)

카운티내

기관 

총수6)

제공대상7) 제공서비스8) 비고

Alone Connection, 

Wellcore, American Red 

Cross

비상전화서비스, 

독신서비스, 

의료전문 24시간 

비상 기전화서비스, 

낙상탐지기서비스(버

튼 누르지 않고도 

낙상감지fall detector 

의료진에게 연결), 

비상시에 주돌봄자 

혹은 지정된 

사람에게 연결되는 

서비스 등

95
Fall 

Prevention

지역사회

기관

Pinnacle Physical Therapy, 

Braille Institute of 

America, St. Jude Medical 

Center Falls Risk Reduction 

Program Senior Services, 

Medical Group, Rehab 

Center, Fitness & Wellness 

Center

민간

( 리, 

비 리)

25
노인, 장애인, 

일반인

노인, 장애인 등의 

낙상방지를 위한 

거주환경 

assessment 서비스, 

Balance and 

Mobility 강습 

서비스 등

본 서비스는 

Health/Medical

( 분류) 중 Fall 

Prevention과 

중복되어 Health/

Medical 에서는 

제외되었음

96
Home Safety 

Evaluation

지역사회

기관
Community Senior Service

민간

(비 리)
1 노인

노인가구에 한 

주거환경 안전 점검 

이후 안전을 위한 

환경정비, 수선 및 

개조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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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서비스

대분류1)

서비스

소분류2) 기관분류3) 주요기관명 예시(En)4) 기관

형태5)

카운티내

기관 

총수6)

제공대상7) 제공서비스8) 비고

97
위생

(Sanitation)

Hazardous 

Waste 

Disposal

정부기관
Houseshold Hazardous 

Waste Collection Center

지역정

부기관
4

일반 중 서비스 

필요자

지역사회 주민 중 

자동차관련 폐기물, 

배터리, 독약(살충제), 

연료, 수은 및 기타 

화학약품, TV 및 

컴퓨터 모니터 등 

수집 서비스

　

98

고령자 및 

지역사회 

센터

(Senior and 

Community 

Centers)

Senior/

Community 

Centers

Aging, 

지역사회

기관

Senior Citizens Center, 

Senior Center, Community 

Center, Anaheim 

Independencia, Senior 

Resource Center, 

Korean-American 

Association 

민간

( 리, 

비 리)

48 노인

노인의 사회활동 

지원 및 정보/ 

연계서비스, 

교통관련 서비스, 

식당, 세금파일링관련

서비스, 구직 및 

기타 필요한 서비스 

제공

　

99

자조그룹

(Support 

Groups)

Friendly 

Telephoning

Aging, 

정부기관

Senior Center, Community 

Senior Center, Senior 

Citizen Services

정부

기관, 

민간

( 리, 

비 리)

8 노인

자원봉사자가 매일, 

혹은 정해진 요일 및 

정해진 시각에 

노인에게 전화서비스, 

전화가 연결안될 

경우, 가정방문 혹은 

경찰에 신고하는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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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서비스

대분류1)

서비스

소분류2) 기관분류3) 주요기관명 예시(En)4) 기관

형태5)

카운티내

기관 

총수6)

제공대상7) 제공서비스8) 비고

100
Friendly 

Visiting

Aging, 

정부기관

Community Senior service, 

Medical Center Senior 

Services, Social Service 

Dept., Culture Center, 

Police Dept., Council on 

Aging

정부

기관, 

민간

( 리, 

비 리)

8

노인(저소득, 

독거노인, 

활동불편노인)

주로 독거노인을 

상으로 

자원봉사자의 

가정방문 서비스 

(최소 한달에 2회)

　

101
Support 

Groups

Aging, 

장애기관, 

의료관련 

지역사회

기관

Lewy Body Dementia 

Association, Active 

Forever, Care Connection, 

Ataxia Foundation, Aids 

Services, Alzheimer's 

Association, American 

Heart Association, Women 

and Family Center

민간

( 리, 

비 리)

69
노인, 장애인, 

질환자

노인, 장애인 및 

환자를 상으로 

유사한 어려움을 

가진 사람들 간에 

자조그룹을 조직하여 

운  - 상부상조할 

수 있도록 지원함

　

102

교통

(Transporta

tion)

Disabled 

Transportation

Aging기관, 

장애기관, 

지역사회

기관

(셔틀/

수송관련)

Home Care Providers, 

CARAMEDIX, Senior 

Center, Assisted Shuttle, 

Daily Patient Transport, 

Transit Connection, 

Cancer Society

민간

( 리, 

비 리)

18

노인, 장애인, 

만성질환자 및 

퇴원환자 등

Transportation 

서비스(Doctor 

visit, Senior 

Center 등 서비스 

기관 방문, 혹은 

일상생활관련 

어디나) 휠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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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서비스

대분류1)

서비스

소분류2) 기관분류3) 주요기관명 예시(En)4) 기관

형태5)

카운티내

기관 

총수6)

제공대상7) 제공서비스8) 비고

접근성있는 차량, 

Curb-to-Curb 까지 

모셔다드림, 

에스코트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제공 

가능함.

103
Transportation 

Services

Aging기관, 

장애기관, 

지역사회

기관

(셔틀/

수송관련)

Home Care Providers, 

CARAMEDIX, Senior 

Center, Assisted Shuttle, 

Daily Patient Transport, 

Transit Connection, 

Cancer Society 외 다수의 

교통관련 기관

정부

기관, 

민간

기관

( 리, 

비 리)

52 이상
노인, 장애인, 

저소득자 등

Local 

Transportation, 

Medical 

Transportation 

(병원 및 치료시설 

왕복), Metrolink, 

Mobility 

Training(장애인 

저소득자 상 Trip 

Planning 및 

Traveling Training 

서비스), Taxi 

Service(65세 

이상자 10% DC)

해당 분류 상에 

소분류 목록 중 

Airport 

Shuttles, Local 

Transportation, 

Medical 

Transportation, 

Metrolink, 

Mobility 

Training, Taxi 

Services, Public 

Buses 등의 

서비스를 

통합하여 기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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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서비스

대분류1)

서비스

소분류2) 기관분류3) 주요기관명 예시(En)4) 기관

형태5)

카운티내

기관 

총수6)

제공대상7) 제공서비스8) 비고

104

재향군인 

서비스

(Veterans 

Services)

Veterans 

Affairs 

Medical 

Centers

보훈기관 Veterans Health Center
보훈

병원
3 보훈 상자

저비용/무료 진료 및 

헬스케어(치과진료도 

일부 가능)

해당 분류 상에 

소분류 목록 

(Veterans 

Affairs Medical 

Center 및 

Veterans Health 

Insurance)을 

통합하여 기재함

주: 1) 서비스 분류는 ADRC of Orange County 웹사이트 www.referweb.net/adrcoc/ 의 검색메뉴 중 'Category' 검색 시 ADRC of Orange 
County 에서 기 분류한 서비스 분류에 따름

     2) 서비스 소분류는 상기의 웹사이트에서 'Subcategory 로 분류한 서비스 분류에 따름
     3) 기관 및 서비스의 개요설명에서 정부기관일 경우 '정부기관'으로, 민간기관은 민간기관 중 노인 상 서비스 제공기관일 경우 'Aging 기관'으로, 장애

인 상일 경우 '장애기관'으로, 기타 지역사회기관은 '지역사회기관'으로 기재함
     4) 주요기관명은 해당서비스 제공기관 중 기관유형을 알아볼 수 있도록 표기된 곳을 중심으로 예를 들어 기재함
     5) 기관형태는 기관개요에서 Legal Status에 표기된 것을 중심으로 정부기관, 민간기관( 리기관과 비 리기관)으로 구분하여 각 형태가 1건이라도 포

함될 경우, 모두 기재함
     6) 카운티 내 기관 총 수는 각 서비스 소분류에서 중복될 수 있음. 즉 A기관이 Adult Day Service, Housing, Safety 등에 중복카운트 가능함.
     7) 제공 상은 기관 및 서비스 개요에서 Eligibility 부분에 기재된 사항을 바탕으로 기관의 유형이 다양할 경우 주된 내용을 중심으로 기재함. 
     8) 제공서비스의 경우, 기관별로 Description 부분에 기재된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하여 기재함.
자료: ADRC of Orange County 웹사이트 www.referweb.net/adrcoc/, 2014년 4~5월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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