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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대상의서비스욕구평가를위한
국의단일평가과정의실태와시사점

The Single Assessment Process for the Elderly in the UK and Its Implications

오지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정책동향 1

1. 머리말

2. 단일평가과정의도입배경

1) 국의 노인보건복지정책의 변화

정책동향 _ 79

노인대상의 서비스 욕구평가를 위한 국의 단일평가과정의 실태와 시사점

1) 1995년 한국은 65세 이상의노인인구가전체에서차지하는비율이 5.7%를 기록하 다.
2) 1962년에는 33%의 노인들만이자식과함께살았고, 80년에는 16%로 비율이감소하 다.
3) 너싱홈(nursing home)이나 노인홈(residential home)등의 시설을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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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John Baldock, Nick Nanning, Sarah Vickerstaff, 2007. Social Policy. pp. 443~444.
5) 권순정(1998). 국의 노인보건복지서비스유형과시설특성. 건축 제42권 2호, pp. 41~46.

자료: 권순정(1998).

표 1. 장기요양시설에서 요양서비스를 받는 노령인구의 증감5), 국, 1980~1990

장기요양병원(명)
너싱홈(Nursting Home)(명)

노인홈(Residential Home)(명)
합계(명)

1980년
112,200
19,600
182,600
315,400

89,600
100,800
270,300
460,700

-20.1
+414.3
+48.0

1990년 증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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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일평가체계의 도입

6) 이상일(2004). 국 공공복지서비스전달체계의재조직화. 사회복지정책. vol. 18, pp. 167~168.
7) Jon Glasby. (2004). Social serveices and the Single Assessment Process: early warning signs. Jounal of
Interprofessional Care Vol, 18, NO 2, p.129.



3. 단일평가과정의체계및현황

1)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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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Department of Health. (2002). Guidance on the Single Assessment Process, HSC 2002/2001: LAC(2002)1.
9) Department of Health. (2002). The Single Assessment Process: Assessment Tools and Scales. Availabel
online via www.doh.gov.uk/scg/sap.

10) 임정기(2005). 우리나라 노인요양보장제도의 평가판정 도구에 관한 고찰: 외국사례에 대한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제25권 2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1) http://www.dh.gov.uk/en/SocialCare/Chargingandassessment/SingleAssessmentProcess/DH_079509
?IdcService=GET_FILE&dID=28014&Rendition=Web.

정책동향 _ 83

노인대상의 서비스 욕구평가를 위한 국의 단일평가과정의 실태와 시사점

2) 평가 종류12)

(1) 기초평가

자료: Depatment of Health. (2004).

그림 1. 단일평가과정을 위한 순서도(Flowchart)

12) Department of Health. (2004). Single Assessment Process Guidance for Local Implementation: Annexes,
London, Department of Health.



(2) 종합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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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현재 주소와 우편번호
□ (위와 다를 경우) 구적 주소
□ 전화번호
□ 주거형태
□ 주택보유상태
□ NHS 번호
□ 생년월일
□ 성별
□ 민족
□ 종교
□ 사용언어
□ 가족 구성
□ 직업이력
□ 가장 가까운 사람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 (위와 다를 경우) 주 보호자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 개임담당의 이름
□ 치과의사 이름

13) 단일평가과정의 역은 크게 9가지로 구성되는데 이용자의 관점, 임상적 배경, 질병 예방, 개인적 보호와 육체적 안녕, 감각, 정신
건강, 관계, 안전, 인접환경과자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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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문가평가

(4) 포괄적 평가

14) DH의 안내문에는 포괄적평가(comprehensive assessment)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몇몇 지방에서는 포괄적 노인
병 평가(comprehensive geriatric assessment)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특히 포괄적 노인 평가(comprehensive old
age assessment)라는 용어가 전통적으로 사용되고 쉽게 이해되기도 한다. 지역 안에서는 해당기관(agencies)들이 모두가 공
통으로사용하는승인된용어를정하고동의해야한다.



3) 측정도구와 인증15)

(1) 종합평가(overview assessment)에 필요한

도구 인증

(2) 인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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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Department of Health. (2004). Single Assessment Process For Older People: Assessment Tool and
Accreditation, London, Department of Health.

구분

인증

비
인증

종류

CAT Electronic Version

EASYcare Version 2004

FACEfor Older People V.3

MDS Home Care Version 2.3

NOAT

STEP

CANE
CAT Paper Version

MANCAS
SAT

내용
켐브리지셔(Cambridgeshire)지방의 평가도구, 켐브리지셔의 의회와
NHS bodies에 의해서 개발
유럽의 parter들과의 협력으로 국의 셰필드(Sheffield)대학에 의해 개발
노인을 위한 보호환경에 대한 기능 평가(Functional Assessment of
the care Environment for Older People), FACE Recording and
Management Systems에 의해 개발
the Minimum Data Set for Home Care, 켄트(kent)대학에 의해 발전
노샘프턴셔(Northamptonshire)지방의 종합평가도구, 지방의회와 노샘프
턴셔대학의 지원을 받은 협력기관들에 의해 개발
유럽의 일차진료(primary care)에서의 노인을 위한 표준화된
(Standardised) 평가, 일차진료에서 노인을 평가하기 위한 근거중심접근
(evidence-based approaches)을 발전시킨 유럽 파트너쉽의 결과
Camberwell Assessment of Needs for the Eldery
-
the Manchester Care Assessment Schedule
the Suffolk Assessment Tool

표 2. 평가 도구에 대한 보건국의 인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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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케어플랜실행(Care Planning)16)

(1) 목적

(2) 케어플랜

16) Department of Health. (2004). Single Assessment Process Guidance for Local Implementation: Annexes,
London, Department of Health.

17) 최근에 일부 보건전문가들은“케어플랜(care plan)”이란 용어대신“서비스플랜(service plan)“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
는 기관과전문가들이보건국의안내문(guidance)에 나온 정의를사용하는것을동의하는데유용할것이다.



5) 정보공유

6) 최신요약정보 CSR(Current Summary
Record)20)

(1) 개요

(2) 구성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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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예를 들면다른사람들에게 향을미칠수있는전염병을발견했을때이다.
19) www.devon.gov.uk/sap.
20) CSR은 단일평가개요(the Single Assessment Summary)라고 불렸는데, 이는 몇몇 지역당국과 전문가들이 단일평가과정을

가장최근의평가정보에관한간략한개요로인식하는데서 비롯되었으며이는정책적의도는아니었다. 한 시점에 고정된평가와
달리, CSR은 가장최근에업데이트된정보를보여주어야한다.

20) Department of Health. (2004). Single Assessment Process For Older People: Current Summary Record
(formerly Known as the Single Assessment Summary), London, Department of Health.

21) 김찬우(2004). 공적노인요양보장체계평가ㆍ판정도구개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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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version 0.7 of the dataset is accessed at http://www.dh.gov.uk/en/SocialCare/Chargingandassessment/
SingleAssessmentProcess/DH_079509?IdcService=GET_FILE&dID=29118&Rendition=Web.

표 3. 최신요약정보 CSR의 구성 및 내용

평가 및
계획

구분 내용

초기
평가

종합
평가

개인 기본
정보

관련자

현재의
욕구상태

임상적 배경

질병 예방

신체적 간병

NHS 번호, 기관코드, 해당지역 환자여부, 지역당국 코드, 사례번호
이름
우편번호와 전화번호를 포함한 현 주소, 방문 전문가에 대한 안전성 및 접근성 여부
우편번호와 전화번호를 포함한 구적 주소, 구적 주소의 형태, 구적 주소의 소유형태, 집주인
독거 상태, 생년월일, 성별, 직업, 인종, 종교
통역자 필요여부, 제1언어
응급상황에서 노인과 주로 접촉하는 사람, 노인의 친척, 노인의 수발자(위의 사람들과 다를 경우)
에 관한 내용; 성, 이름, 노인과의 관계, 주보호자인지 여부, 우편번호와 전화번호를 포함한 주소
일반의(GP), 변호사, 케어매니저/케어 코디네이터, 다른 케어 전문가에 관한 내용; 이름, 기관이름
과 코드, 전화번호, 이메일
노인 자신의 언어로 욕구와 이슈 소개(환경적 요인, 관계, 최근의 생애사건과 다른 외부요인), 욕구
의 내용 및 보유기간, 기대와 의지ㆍ능력과 동기를 포함한 노인에 의해 확인된 잠재적 해결책들
욕구의 구적인 향에 대한 평가 일
육체적 장애, 청력손상, 시력손상, 언어손상, 학습장애; 약간/보통, 학습장애; 심함
병원 퇴원일(discharge date)
낙상한 날짜, 낙상 내용, 낙상 여부 측정일
처방 의약폼, 최근 투약 재검토일, 일반의약품, 자가복용 능력
혈압, 혈압측정 일
체중, 체중 측정일, 체중변화 인식도
노인에 의한 알레르기 경험, 알레르기 일으키는 물질, 알레르기 반응, 노인에 의해 경험된 알레르
기 반응, 알레르기 반응 측정일
최근의 감기ㆍ폐렴 예방 접종일
흡연상태, 하루흡연 양, 금연 시기, 흡연상태 측정일
알콜섭취량, 알콜섭취 측정일
운동상태, 운동상태 측정일
자궁경부암 측정일, 자궁경부암 검사 결과
유방암 측정일, 유방암 검사 결과
세탁, 목욕, 화장실, 몸단장, 몸치장, 통증, 구강건강, 먹기, 마시기, 삼키기, 호흡 곤란, 발관리, 피
부변화도, 이동성, 대ㆍ소변 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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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및
계획

구분 내용

종합
평가

현재의
케어
플랜
정보

추가
정보

감각
정신건강
관계들
안전

직접적인
환경과 자원

자립저해
요인

평가에 사용된
도구와 척도

목표
방법

지원과 서비스

급여
추가적인
개인정보
행정적인
세부사항

시각, 청각, 의사소통
방향감 상실, 기억 상실, 우울증, 다른 정신건강문제들, 배우자 사별, 정서적 어려움
사회적 접촉, 대인관계, 일반적 관계, 취미, 작업과 학습에 대한 참여, 수발지원
학대와 방임, 기타 개인적 안정 상태, 타인가해 위험여부
음식준비, 집안일과 청소, 쇼핑, 지역과 주거, 집안의 즉각적인 접근, 주거의 쾌적성, 주거난방, 재
산규모, 재산관리, 지역 편의시설과 가게의 접근성
최근 욕구로부터 오는 독립에 대한 문제; 자주, 선택, 통제, 건강과 안전, 일과, 수발자 지원을 포
함한 서비스개입, FACS와 연관된 위험의 수준 기재, 위험의 예측, 도움필요시기, 가까운 미래에
예측 가능한 욕구
세부사항 평가; 요구와 위험을 평가한 전문가의 성명, 욕구와 위험 평가 일
평가도구
도구/척도를 사용하여 (ADL, 인지기능과 기억, 우울과 의욕, 수발자의 향)을 평가한 날짜, 평가
척도, 평가 점수
자유롭게 기재
도구를 통해 평가된 욕구와 위험에 대한 지원 방법
가족이나 다른 보호자로부터의 원조
방문요양, 단기주간케어, 완화 케어, 연계적 케어
재가보호, 간호사 방문, 식사배달, 복지용구, 주거에 대한 적응과 개선, 주차우선권
물리치료, 언어 치료, 작업 치료, 식이요법가, 발 치료, 치아 관리
주간보호, 주간(낮)병원, 교통, 외래 진료
케어홈 방문요양, 주간보호, 병원이나 케어홈에서의 완화케어, 병원이나 케어홈에서의 연계케어
상담, 정신과 치료, 기타 서비스
수발자1) 수당(Attendance Allowance), 장애보호수당, 장애이동수당
개인적 성취, 정신적 성취, 대인 관계, 생활양식의 선택, 애완동물
가족구성원과 비공식 보호자의 인식
평가 개요를 위한 첫 번째 평가 날짜, 가장 최근의 평가 날짜
최종업데이트 전문가 성명, 재평가 날짜

<표 3> 계속

주: 1) 국은 수발자를 지원하기 위해 수발자 수당이라고 하는 현금 급여를 제공한다. 이 수당을 받을 자격이 되려면, 수발자는 제한적인 고
용 소득이 있어야 하고 요양보호 수혜자에게 1주일에 35시간 이상의 요양보호를 제공해야 한다. 2002년까지 수발자 수당은 65세 이
하의 수발자에게만 적용이 되었으나, 65세 이상에 대해서도 자격이 주어졌다. 이는 국가 연금을 받을 권리가 제한되어 있는 수발자에
게 혜택을 준다(OECD. (2005). The OECD Health Project. Long-term Care for Older People, p.138).

7) 향후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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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맺는말: 시사점

23) 김찬우(2004). 공적노인요양보장체계평가ㆍ판정도구개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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