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머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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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충실하면서도장기적으로지속가능한제도로발전하기위해서는이제도를주변에서지원해줄수있는관
련제도가마련되어야할것이다. 그이유는전반적인지역복지제도의차원에서볼때,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지역사회주민의복지를
향상시키기위한하나의제도일뿐이기때문이다. 본고에서는그러한측면에서지역사회에서구축되어야할지역보건복지제도의내용
과추진방안에대해서정리하고, 향후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발전방향에대해서제시하고자하 다.
결론적으로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안착되기위해서는기본적으로추진하여야할정책과제를제시하면다음과같다. 첫째, 지역사

회에거주하는고령자의건강상태에따라서크게 3가지집단으로분류하고각집단에적합한각종서비스내용을정리하는것이다. 특
히, 허약계층의노인을대상으로하는지역노인보건복지체계의구축이요구된다. 둘째, 지역보건복지서비스의제공계획및관리조정의
역할을담당할수있는케어매니저체계의구축이필요하다. 즉,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도입을계기로예방, 치료및요양을통합적으
로지역일선에조정할수있는전문가(소위, 지역케어매니저)의양성, 배치가앞으로중요할것으로생각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효율적
운 을위한지역보건복지
정책대응
Development of community-based health and social
services for the efficient implementation of LTC
insurance for the elderly

선우 덕
한국보건사회연구원노인보건요양정책팀장 2. 지역보건복지대책을 요구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주요내용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급여대상기준

2) 소득수준별 장기요양서비스 부담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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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기요양서비스계획의 지원체계

4) 노인요양시설의 의료적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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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가족수발자의 지원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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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정착을
위한 지역보건복지서비스대책의
실태와개선방안

1) 지역복지서비스의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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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지역보건복지서비스의 주요 내용

종 류 내 용 관련 기관 및 단체

경제적지원

안전확인

가사ㆍ간병도우미
노-노케어
노인돌보미바우처
방문보건사업
장기요양보험
노인의치보철사업
의료서비스

무료급식

재가노인식사배달
푸드뱅크ㆍ마켓ㆍ팜

주거개선사업

취업알선

자원봉사

노인학대예방사업
여가ㆍ문화ㆍ교육활동
기타

기초생활보장, 긴급지원, 기초노령연금, 결연 후
원등
무선페이징, U-안심폰, U-care 시스템, 상수도,
가스, 전기 검침기, 야쿠르트아줌마등
가사ㆍ간병서비스
말벗서비스, 청소ㆍ세탁보조
가사, 간병서비스, 말벗서비스
보건서비스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ㆍ야간보호등
노인의치보철
지역사회의료기관연계를통한진료ㆍ치료서비스

식사제공

도시락, 밑반찬배달
식료품, 약품, 생필품등

도배, 전기공사등

노인일자리제공
가사보조, 병원 등 외출동행, 말벗서비스 지원 등
각종자원봉사활동
상담, 보호 및지원등
여가ㆍ문화ㆍ교육프로그램
지역내민간복지서비스

읍면동사무소
민간복지기관및단체등

소방방재청, 읍면동사무소, 시군구등

자활후견기관
노인일자리수행기관
노인돌보미바우처수행기관
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노인장기요양보험지원센터
보건소
민간의료기관등
무료급식사업수행단체
민간복지기관및단체
사업수행단체
민간복지기관및단체
주거개선사업단
민간자원봉사및후원
노인일자리수행기관
지역내자원봉사단체, 종교단체, 학교,
민간기업의사회봉사단등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복지관등
교회, 성당, 사찰 등종교단체, 민간 기업

자료: 보건복지가족부(2008).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1) 노인돌보미바우처, 가사간병도우미 및 독거노

인생활관리사간업무내용통합

(2) 기존 복지관사업의운 방식의변화

(3) 시설내노인학대예방및노인권익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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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보건복지가족부(2008).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표 2. 노인복지관의 주요 서비스내용

대상 사 업 세부 프로그램

노인

가족

지역
사회

노인
복지관
조직

1. 평생교육지원

2. 취미여가지원

3. 고용지원
4. 소득지원

6. 정서생활지원

7. 사회참여지원

8. 경로당혁신프로그램
9. 주거지원
10. 가족기능지원
11. 가족통합지원
12. 지역자원개발
13. 지역복지연계
14. 노인권익증진사업
15. 운 관리
16. 사업관리
17. 연구개발

5. 건강
생활
지원

건강증진지원

급식지원
기능회복지원
요양서비스

한 교실, 외국어교실, 교양교실, 정보화교육, 역사교실, 등
음악(노래교실, 민요ㆍ풍물교실, 댄스교실 등), 미술(서예, 수공예, 풍선아트), 원예, 다
도교실, 연극, 레크리에이션, 운동, 바둑장기, 당구ㆍ탁구등
노인일자리사업, 고령자취업알선, 취업자사후관리, 공동작업장, 은퇴준비교육등
후원금연결, 은퇴 후경제생활적응, 경제교육, 등
건강교육, 건강상담, 건강교실(건강체조, 기체조, 요가 등), 독거노인지원사업(기존 재가
사업), 이미용, 특수 목욕, 노인건강운동, 등
경로식당(중식서비스), 밑반찬ㆍ도시락배달, 푸드뱅크, 등
물리치료, 양ㆍ한방진료, 작업치료, 운동재활, ADL훈련, 등
치매ㆍ중풍환자프로그램, 주간ㆍ야간ㆍ단기보호, 그룹홈, 장제서비스, 등
접수상담, 노인문제상담, 복지정보 및 상담, 전문상담(경제, 법률, 성 등), 종교행사, 죽
음준비교육, 등
노인자원봉사 활성화 사업, 지역봉사활동, 교통안전봉사, 동아리ㆍ클럽 활동지원, 교통
편의서비스, 등
경로당활성화사업, 경로당임원리더십강화사업, 경로당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주택수리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도배등), 등
가정봉사원파견, 방문간호, 돌보미바우처, 독거노인생활지도사파견사업, 등
가족상담, 가족관계프로그램, 가족캠프, 세대통합프로그램, 등
자원봉사자발굴ㆍ관리, 후원자개발, 외부 재정지원기관사업수탁, 등
지역복지기관연계, 지역협력사업(경로행사, 나들이등), 등
정책건의, 노인인권옹호, 노인인식개선사업, 편의시설설치, 등
인사관리, 재정관리, 시설관리, 등
프로그램개발, 실행, 점검, 평가, 보완, 등
사업기획, 조사연구, 실습지도, 출판, 홍보, 자문(운 )위원회, 등

1) 신체제한이란, 의류 또는면으로된끈을사용하여일시적으로신체를구속하고, 그 행동을억제하는행동의제한을말함.

(4) 지역복지제도의 일환으로 목욕서비스의 지속

적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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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경로당활성화프로그램의내실화

2) 지역보건서비스의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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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경로당 활성화프로그램 지원내용

분 야 내 용

자원봉사활동

공동작업장운
노후생활교육
레크레이션활동
건강운동활성화
노인복지관연계
프로그램운
기타

경로당 이용 노인들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청소 및 재활용품 수집, 청소년 안전지킴이 등의 봉사활동
수행
경로당을중심으로노인들이지역특성에맞는일거리를확보하여공동으로생산활동에참여
노후생활, 정보통신등다양한교육을실시함으로써노인들의건전한여가선용기회제공
노래교실등각종레크레이션활동
노인들의신체적ㆍ정서적건강유지및증진을위한건강운동프로그램지원
노인복지관을 경로당과 연계시켜 경로당 이용 노인들에게 필요한 건강관리, 사회활동서비스, 교양ㆍ
오락프로그램, 경로당개ㆍ보수등환경개선사업등을수행
지역특성에알맞는각종활동

(1) 요양병원과요양시설간의기능재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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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보건복지가족부. 보건복지통계연보. 각 년도.

표 4. 연도별 요양병원 현황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4

병원수(개)

68
92
177
363
593
619

8,355
10,445
20,521
43,336
66,727
67,007

122.9
113.5
115.9
119.4
112.5
108.3

병상수(개)
병원당

병상수(개)
연 도

4. 맺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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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고령자의 건강수준별 사업대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