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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우리나라의 노인인구비율은 2004년도에 체인구의 9%에 육박하는 것으로 

측되고 있다. 이러한 인구고령화의 진 으로 노인인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데, 그 에서도 80세 이상의 후기고령자의 증가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

는  만성질환이나 고령 등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일상생활 장애

노인의 증가를 의미하기도 한다. 그러한 장애상태는 어느 일순간에 부닥칠 수

도 있지만, 보편 으로는 단계 으로 진행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건강한 

상태에서 질병이나 사고‧부상 등으로 신체  기능제한이 발생하고, 차 으로 

장애상태로 진행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장애상태로 락한 이후에 각종 보건의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은 비용효과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당사자인 노인의 입장으로 보아도 삶의 

질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못하다. 

  본 연구는 만성질환이나 일상생활활동의 장애가 없는 건강한 상태이후, 그리

고 장애상태 이 의 단계를 허약상태로 보고, 허약상태에 놓여 있는 노인에게 

합한 보건의료서비스를 개발, 제시하는데 목 을 두고 진행되었다. 그러나 우

리나라에서는 허약상태에 한 개념  정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임을 감

안하여 일차 으로 허약상태의 개념  정의를 도출하는데 을 두고, 가용자

료를 최 한 활용하여 허약노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도출하고자 하 다. 향후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가 도입될 경우에는 사후 치료 인 서비스에 치 할 것으

로 보이기 때문에 사  방 인 서비스의 개발이 필요하다는 제하에 연구가 

진행되었고, 장기요양 방 책의 차원에서 본 보고서가 하나의 기 자료로 활

용될 수 있도록 작성하 다. 

  본 보고서는 선우 덕 박사의 연구책임하에 송 종 박사, 김동진 주임연구원, 

그리고 아주 학교 보건 학원 이윤환 교수와 공동으로 집필되었는데, 연구진



의 구체 인 참여분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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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tudy on development of health care services and coordinated 

system for frail elderly people

    This study is to develop health care services for ‘frail’ elderly people, who 
have chronic diseases, or functional impairments, or functional limitations, but have 
no difficulty in performing ADLs on the assumption that elderly people are divided 
into healthy, ‘frail’ and disabled people and is to construct system coordinated  
between health care and welfare services. 
    This report puts emphasis on defining conception of the ‘frail’ status at first on 
the basis of reference reviews and results of research papers because of having no 
conceptional definition of ‘frail’ elderly people yet in Korea and then on suggesting 
health care services which can be necessary to them. In the case of introduction of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for the disabled elderly people the system can be 
said to deliver care services after the fact. Therefore, on the assumption that 
preventive services of disability are necessary, this study was performed in order to 
utilize as a fundamental data in developing preventive services. 
    Conclusionally, health care services for ‘frail’ elderly people can be suggested 
as rehabilitative service, nutrition, medication management, disease prevention, 
chronic disease management as well as strength power-up programs through exercise 
and also welfare services for living assistance can be done. In order to deliver 
those coordinated services public health centers and public health sub-centers can be 
utilized as a adequate place. But in order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programs 
tools for selecting ‘frail’ elderly should be developed at first and numbers of ‘frail’ 
elderly should be estimated on the basis of national survey or small area survey 
which can be performed longitudinally.  



요  약

제1장 서론

  제1  연구배경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보건의료  측면에서 장애의 방문제는 거의 다루어

지고 있지 못하며, 다만 장애와 련이 있는 뇌졸 과 같은 일부 만성질환

에 해서만 발생이후의 질병 리나 발생이 단계의 험인자 리에 치

하고 있는 실정임. 

 21세기 고령화 사회의 도래로 80세 이상 후기고령자를 심으로 한 신체 ‧

정신  기능이 허약한 노인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 이러한 일상생활기능에 장애를 지닌 만성질환 노인은 適期에 의료기

을 방문하여 치료하는 것이 쉽지 않으며, 질병의 방치로 장기요양상태

에 빠지기 쉬우나, 재에는 事後 책인 노인장기요양보장정책에 치우

치고 있음. 

   ◦ 특히, 노인을 상으로 하는 보건의료서비스는 근본 으로 부분의 노

인이 1가지 이상의 만성질환을 보유하고 있고, 이러한 만성질환의 완치

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만성질환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상 인 생활

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신체   정신  기능을 회복, 유지  향상시

키는데 그 목 을 두어야 함. 

 이와 같은 에서 노인의 보건의료정책을 다룬 연구는 거의 무하다고 

하겠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1, 2002, 2003, 2004)에서 이루어진 노인장기요양

보호정책에 한 연구는 이미 신체   정신 인 기능의 하락으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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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 인 일상생활을 수행하지 못하는 장애노인에 한 서비스개발을 

심으로 하여 왔고, 특히 2003년도와 2004년도에는 공 노인요양보장제

도의 도입을 제로 한 정책개발에 치 하고 있는 실정임. 

   ◦ 일본의 경우는 지난 2000년도에 도입한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재정악화요

인으로 장기요양상태를 사 으로 방할 수 있는 보건복지서비스 로

그램이 미흡하여 경증장애의 노인도 장기요양보험에 의존하려는 경향이 

높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음. 

   ◦ 구미각국에서는 많은 연구자들이 기능장애(functional disability)의 발생원

인을 분석‧ 악하려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토 로 장기요양

상태의 사 인 방에 필요한 서비스체계를 개발‧시행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장기요양상태의 장애를 방지하고, 장기요양비용이나 노인의료비용

을 감하는 차원에서도 효과 인 방  보건의료서비스의 개발이 필요하

다고 하겠음. 

  제2  연구목   방법

1. 연구목

 본 연구는 기존의 건강보험체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치료 심의 보건의료

서비스 여를 개선시키는데 심을 두고 있지 않고, 공공부문의 보건기 에

서 수행할 수 있는 방 심의 보건의료서비스를 개발하는데 기본 인 목

을 두고 있음. 

   ◦ 연구의 목 은 첫째, 만성질환을 보유하고 있고, 신체 /정신  기능에 

제한이 발생되어 일상생활상의 기능장애를 래하기 쉬운 허약한 노인

을 상으로 건강실천행 , 보건의료서비스 이용실태를 악하고, 필요

한 방  보건의료서비스를 개발, 제시하는데 있음. 

   ◦ 둘째, 그러한 허약노인을 지역사회에서 리할 수 있는 보건‧의료‧복지

서비스의 연계  체계를 제시하는데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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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방법

 본 연구는 별도의 실태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문헌고찰을 심으로 정리하

는 것으로 하 고, 구체 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제1장의 서론에 이어서 제2장에서는 허약노인의 개념을 정의하기 해

서 주요 연구자들의 연구논문을 심으로 고찰하 고, 제3장은 기존자

료의 제약성으로 특정지역의 조사 자료를 통하여 기능한 범 내에서 허

약노인의 건강실태, 건강실천행   보건의료서비스이용 실태를 분석

하 음. 

   ◦ 제4장에서는 행 허약노인 보건의료체계와 서비스제공 실태를 악하

기 해서 두 가지의 방법을 활용하 는데, 그 하나는 보건소에서의 노

인보건의료서비스 제공실태를 악하기 하여 우편설문조사를 실시한 

것이고,  하나는 일부의 특정지역 보건소를 선정하여 직원과 노인보

건의료서비스의 실태와 제공상의 문제  등을 집 으로 토의하는 

문가집단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방식을 활용한 것임. 

   ◦ 제5장에서는 문헌고찰을 통해서 외국의 제도  내용을 정리하 고, 제6

장에서는 지역사회내 허약노인의 리운 을 한 연계  보건복지체계

모형을 제시하는 것으로 하 음. 

3. 본 연구의 한계성

 본 연구는 기본 으로 허약노인의 정의를 설정한 후, 정의에 부합되는 기존 

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허약노인의 보건의료서비스의 이용실태  욕구 

등을 악하려고 하 으나, 이론 으로 정리된 정의를 활용하여 우리나라의 

허약노인을 선정하는데 필요한 자료가 무하다는 것임. 

 이러한 문제 을 해결하기 해서는 별도의 국실태조사를 수행하여야 하

나 제반 여건상 불가능하 기에, 본 연구와 유사한 목 으로 수행된 특정지

역에서의 실태조사를 부분 으로 재분석하여 본 실증분석에 포함시키는데 

그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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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실증분석을 해서는 허약노인 선정을 한 국실태조사를 계획하거

나 특정지역에 거주하는 노인을 상으로 한 소지역실태조사를 계획할 필

요가 있겠음. 

제2장 허약노인의 개념  특성

  제1  개념  정의

1. 일반  개념

 허약노인의 개념을 정의하기 해서는 우선 으로 장애상태의 개념과 어떠

한 차이가 있는지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원래 장애라는 것은 불능

(incapacity), 는 육체 으로나 정신 으로 기능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상태로 정의내리는 경우가 있고(Dorland, 1981), WHO(1980)의 개념을 보면, 

질병으로부터 시작되어 나타나는 조직손상(organ impairments)의 결과로 발

생되는 상태로 보고 있음. 

   ◦ 따라서, 장애상태에 놓여 있지는 않지만, 그 다고 질병이나 노쇠상태가 

없는 건강한 노인과는 구분되는 간상태의 노인집단이 존재한다는 것임. 

 OECD 보고서에서는 허약(frail)노인과 장애(disabled)노인의 개념을 비교하고 

있는데, 자는 상해(injury)가 발생할 험에 처해 있는 상태가 장기간 지

속되어 있거나 반 인 건강수 이 험에 빠질 수 있는 상태에 있는 노

인으로 보고 있고, 반면에 장애노인은 이미 기능의 하락으로 정상 인 일상

생활동작을 수행하기 하여 제3자로부터 실질 인 도움을 필요로 할 수 

있는 자로 정의하고 있음. 

 일본의 경우에는 각 지자체마다 장기요양보험의 要보호 상자(장애자)에 해

당하지 않는 노인을 선정하여 별도의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때 

주 사업 상의 노인이 허약노인임.



요약 17

   ◦ 산다(三田)시에서 장기요양 방사업의 상노인을 선정하는데 사용하고 

있는 기 을 보면, ① 장기요양보험에 해당되지 않으나 정신 , 생활  

측면에서 원조가 필요한 고령자, ② 장기요양보험의 요지원상태나 요보

호상태의 1등 에 해당하는 고령자로 되어 있음. 

   ◦ 고치(高知)시에서 장기요양 방차원에서 실시하는 허약노인의 상을 선

정하는데 사용하는 개념을 보면, 장기요양보험의 수 인정범 에 해당하

지 않지만, 건강하지 못하여 운동 로그램의 실시가 필요한 노인으로 되

어 있음. 

   ◦ 요코스카(橫瀕賀)시에서는 고령자시책을 계획하면서 고령자의 유형을 구

분하고 있는데, 허약고령자의 개념을 보면,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수 인

정에서 자립으로 정을 받은 고령자이고 어떠한 형태로든지 원조가 있

으면 재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고령자로 정의하고 있음. 

 Gill 등(2002)에 의한 연구에서는 허약노인을 선정하는 척도로 ① 도보속도

검사(rapid-gait test; 3미터를 걸어가는데 걸리는 시간이나 가능한 한 빠르게 

뒤돌아서는 것)를 통하여 속도가 10  이상 걸리는 경우, ② 팔짱을 끼고 

등받이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나지 못하는 경우로 설정하고, 이 에서 1개

가 불가능하면 등도의 허약(moderately frail)이고, 2개가 모두 불가능하면 

도의 허약(severely frail)으로 정의하고 있음. 

 Buchner & Wagner(1992)에 의하면, 허약(frailty)이란 장애의 발생으로 이어

질 수 있는 생리  축 상태(physiological reserve)의 감소로 정의하고 있음. 

 Fried 등(2001)에 의한 연구에서는 허약성의 조작  정의를 내리기 해서 

다음과 같이 체 손실, 정서  고갈, 육체  활동, 도보속도  악력 등   

5개의 범주를 정하고, 이  3개 범주 이상에 해당하면 허약성을 지니고 있

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 

 이러한 고찰을 통하여 볼 때, 허약상태는 일상생활동작(ADL, IADL)에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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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없는 상태이나 육체  활동이 조한 수 이거나, 도보속도나 악력 등을 

통하여 이동의 민첩성이나 근력이 하되어 있는 상태로 정리할 수 있겠음. 

2. 장애발생과정에서의 허약노인 개념

 술한 바와 있는 허약노인의 개념은 WHO의 장애정의나 Nagi 등의 장애

발생과정(disablement process) 이론에 입각하여 정의내릴 수도 있음. 

   ◦ 장애발생과정모델은 Nagi에 의해서 1960년  에 이미 개념화되기 시

작하 는데, 그에 의하면, 활동  병리는 정상 인 세포활동과정의 단

임과 동시에 정상상태를 회복하려는 유기체의 恒常性 유지 노력을 내포

하고 있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는 감염, 부상, 신진 사의 불균

형, 퇴행성질환과정, 기타 病因에 의해 나타남. 

   ◦ 손상은 조직체, 器官  신체구조상의 손실 는 비정상상태로 언 하면

서 일상 으로 활동  병리는 일종의 손상을 래함. 

   ◦ 기능  제한은 개개인의 기본  기능수행의 제약으로 표 하고 있는데, 

사례를 들어보면 뇌 질환(사고)으로 인한 기본  기능제한은 보행과 

같은 이동작업수행이나 화나 이성  단과 같은 비육체  작업수행

의 제한으로 설명하고 있음. 

 WHO의 ICIDH(1980년)도 Nagi의 개념과 유사하게 정리되어 있는데, 여기에

서 손상의 개념은 신체  器官차원에서의 심리 , 생리 , 해부학  구조나 

기능이 손실되거나 비정상  상태로 보고 있으며, 이러한 상태가 장애로 이

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음. 

 Verbrugge 등(1994)과 Femia 등(2001)은 WHO나 Nagi의 개념을 바탕으로 노

인계층에게 합한 장애발생과정모형을 개발하 는데, 이를 간단히 설명하

면, 만성질병이 없는 건강한 상태에서 질병의 출 이나 상해로 인하여 병리

상태(pathology)에 처하게 되는데, 이는 身體器官系統(bodily organ system)의 

손상(impairments)을 발생시키며, 신체  기능의 제한(limitation)이 래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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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극 으로는 일상 으로 수행하여야 하는 동작의 장애(disability)를 일으키

게 한다는 것임. 

〔그림 1〕 Nagi의 장애발생과정(1964년, 1979년, 1991년)

건강한 상태

(healthy status)


활동  병리

(active pathology)

 - 정상 인 신체  과정/구조의 단/장애 

   정상상태 회복을 한 器官의 노력


손상

(impairments)

 - 해부학 , 생리 , 정신   정서  구조나 

   기능의 비정상  상태나 손실


기능제한

(fuctional limitation)

 - 器官 체/인간으로써의 수 에서 실행

   (performance)의 제한


장애

(disability)

 - 사회문화 /물리  환경하에 주어진 사회

   으로 정의된 역할 는 업무수행의 제한

출처: Nagi(1964, 1979, 1991)

 따라서 허약상태에 한 연구자들의 이론  개념과 각 연구자들이 제시한 

장애발생과정모델을 참고로 하여 볼 때, 크게 볼 때에는 건강한 상태와 장

애상태를 제외한 [그림 2]의 B, C, D에 해당하는 계층이 궁극 으로는 장기

요양상태인 장애노인으로 이어질 수 있는 허약노인으로 말할 수 있음. 

   ◦ 그 에서도 D에 해당하는 노인계층은 신체  장애를 발생시킬 수 있는 

臨界線(threshold)D에 해당하는 증상태의 허약노인이라 할 수 있고, C

에 해당하는 노인계층은 경증상태의 허약노인으로 분류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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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 본 연구를 한 장애발생과정에서의 허약노인 범

A
건강한 상태

(healthy status)


B

병리상태

(pathology: disease, injury)


C

조직구조 손상

(organ impairments)


D

기능 제한

(functional limitations)


E

일상생활활동 장애

(disability: disabled ADL, IADL)

3. 허약노인의 측정지표

 허약노인을 선정하는데 필요한 측정항목들은 각 연구자마다 차이를 보여주

고 있지만, 공통 으로 사용하는 지표 역은 매우 유사함을 찾아볼 수 있겠

는데,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첫째, 병리상태를 나타내는 만성질환으로는 심장질환( 심증 등), 뇌

질환(고 압, 뇌졸  등), 근‧골격계질환( 염 등), 악성신생물(암), 안

질환(백내장 등), 당뇨병  정신질환(치매 등)이 포함되어 있음. 

   ◦ 둘째, 손상을 나타내는 지표로는 공통 으로 시각과 청각상태를 제시하

고 있는데, 더 나아가 신체부 별 통증을 포함시키는 경우가 있음. 

   ◦ 셋째, 기능제한을 나타내는 지표는 모든 연구자들이 을 두는 것으로 

상체기능과 하체기능제한을 제시할 수 있는 지표로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음. 

   ◦ 상체기능제한을 나타내는 지표로는 손의 힘(악력)이나 손을 사용하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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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를 기 으로 기능상태를 측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에는 손으로 물건

을 들어올리거나 맨손으로 손의 구축상태를 악하는 것이 심임.

   ◦ 하체기능제한을 나타내는 지표로는 하체의 유연성이나 민첩성을 검사는 

방법이 있는데, 이에는 의자에서 일어나거나 서 있는 동작, 물건을 들어

올릴 때의 하체의 힘, 지구력, 보행속도 등이 심임. 

   ◦ 이와 같은 각종 연구자들의 결과를 보면, 허약상태를 측정하는 지표내용

으로 근력, 지구력, 균형감각, 보행력, 신체  활동성 부문에 걸친 항목

들을 사용하고 있음. 

4. 사례분석: 허약노인의 실태

 경기도 수원시의 실태조사결과를 토 로 장애발생과정단계마다 나타난 노

인의 비 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데, 먼  각 단계를 측정하는데 사용된 

지표는 다음과 같음. 

   ◦ 만성질환으로 고려한 질병은 ① 암, ② 염, ③ 요통, ④ 골 , ⑤ 

당뇨병, ⑥ 고 압, ⑦ 뇌졸 , ⑧ 심장질환, ⑨ 만성호흡기질환  ⑩ 

백내장으로 총 10개임.

   ◦ 손상상태로 고려된 증상은 ① 흉통, ② 밤에 숨이 참, ③ 발‧발목 부

종, ④ 기침‧가래, ⑤ 숨쉴 때 쌕쌕거리는 소리, ⑥ 손‧손목 , ⑦ 어

깨, 엉덩이 부 , 무릎, 발, 허리 등의 한 달 이상 통증 등의 총 11개임. 

   ◦ 기능제한의 지표가 되는 운동능력(mobility)과 련해서는 운동장 한바퀴

(400m) 정도 걷기, 계단을 쉬지 않고 10계단씩 오르기, 몸을 구부리거나 

쭈그리고 앉거나 무릎을 꿇기, 머리보다 높은 곳에 있는 것을 손을 뻗쳐

서 닿게 하기,  1말(8kg) 정도의 물건을 들어올리거나 옮기기 등 상지

와 하지 운동에 한 5개 항목임. 

   ◦ 장애의 지표로는 일상생활용품이나 약 사러가기와 버스나 지하철 등 

교통 이용하기, 목욕하기 는 샤워하기, 옷 갈아입기, 의자에서 일어

났다가 앉기 는 자리에서 일어났다가 눕기 등 5개 항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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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과 같은 지표를 활용하여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노인의 허약성 정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10  주요 만성질환만을 가지고 있는 노인은 체 조사 상의 6%로 나

타나고 있고, 조직구조의 손상만 있는 노인은 21.9%, 그리고 기능 제한

만 있는 노인은 33.9%로 조사됨. 

 결국, 신체  기능제한 상태가 허약성을 나타내는 일차 인 기 으로 볼 

때, 허약노인은 조사 상노인의 약 34%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제2  허약노인의 일반  특성

1. 만성질환과 신체  허약‧장애(physical frailty and disability)와의 계

 허약노인에게서 장애의 주요 원인이 만성질환이라는 것에는 합의가 이루어

졌다고 단되기 때문에 신체  장애와 련성이 깊은 주요 만성질환에 

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상동맥성 심질환(coronary heart disease: CHD)은 일상생활수행능력과는 

련이 없었으나, 기본  일상생활동작(BADL)  수단  일상생활동작

(IADL)의 장애가 없는 노인만을 상으로 신체기능 상태를 측정하 을 

경우에는 심질환 이환여부가 신체기능 하와 련이 있었다는 . 

   ◦ 상동맥질환(coronary artery disease)은 심증(angina)이나 심근경색

(myocardial infarction)을 통해서 장애를 유발시키는 주 질환으로 나타나

고 있다는 

   ◦ 고 압의 경우 3년간의 추 조사를 바탕으로 기본  일상생활수행능력

의 하에 향을 다는 

   ◦ 뇌졸 (stroke)은 주요 사인에 해당하면서 장애를 유발하는 주요 질환임. 

   ◦ 염(arthritis)은 노인계층에서 유병률이 가장 높은 질환이면서 일상생

활동작의 장애를 일으키는 주요 질환에 해당함. 골 염은 염  

가장 흔한 것으로 신체기능 하를 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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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뇨병은 당(glucose) 사 조  기능의 실패가 특징인 비교  흔한 사

성 질환으로서 이로 인해 심 계, 신경계 등 여러 장기에 복합 인 

향을 래할 수 있음. 

   ◦ 시‧청각 손상(visual and hearing impairments)도 일상생활동작의 지원을 

필요하게 하는 주요인에 해당하는데, 그 에서도 신체 으로는 기능  

제한이 없거나 아주 경미한 기능제한을 보이는 허약노인일지라도 시각

손상이 1～2년간 지속되는 경우에는 신체  장애가 나타난다는 것임. 

2. 정신질환과 신체  허약‧장애(physical frailty and disability)와의 계

 정신질환 에서 일상생활동작의 장애와 깊은 련이 있는 것으로 치매와 

우울증을 들고 있음. 

   ◦ 이들 질환은 인지  손상이나 정서  장애를 통해서 일상생활동작에 

향을 주고 있는데, 우울증상은 사회  고립, 육체  고통뿐만 아니라 기

능하락에도 한 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음. 

제3장 허약노인의 건강수   보건의료서비스 이용실태

  제1  건강수   건강실천행  실태

1. 건강실천행

  가. 흡연

 재 흡연자를 기 으로 살펴보면, 건강한 노인군에서는 35.2%, 병리상태의 

노인군에서는 28.8%, 조직구조손상의 노인군에서는 30.1%, 기능제한 노인군

에서는 21.8%, 장애노인군에서는 20.7%로 각각 나타나, 건강한 상태인 노인 

 재 흡연자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일상생활 활동장애 노인  가장 

낮았음. 



24

 재 음주를 기 으로 살펴보면, 건강한 노인군에서는 36.8%, 병리상태의 

노인군에서는 45.8%, 조직구조손상의 노인군에서는 46.0%, 기능제한 노인군

에서는 32.0%로 각각 나타났음. 

 규칙 으로 운동을 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살펴보면, 건강한 상태의 노인군

에서는 44.7%, 병리상태의 노인군에서는  62.7%, 조직구조 손상의 노인군에

서는 56.5%로 나타나, 반 이상의 노인이 규칙 으로 운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세 끼 식사를 규칙 으로 하는지를 살펴보면, 건강한 노인군에서는 81.6%, 

병리상태의 노인군에서는 93.2%, 조직구조 손상의 노인군에서는 90.2%, 기

능제한 노인군에서는 84.3%로 각각 나타나, 병리상태와 조직구조 손상 노

인 에서 규칙 으로 식사한다는 응답이 90% 이상이어서 다른 집단에 비

하여 높았음. 

  제2  보건의료서비스 이용실태

1. 의료기 의 이용실태

 지난 2주간 의료기  방문여부가 장애발생과정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 는

데, 장애정도가 심한 노인군에서 의료기  방문율이 히 높아서, 건강한 

상태의 노인군에서는 지난 2주간 의료기 을 방문하 다는 응답자가 약 

20%인데 반하여 병리상태에서는 이러한 비율이 2배 가량 증가한 44%이

었음. 

   ◦ 조직구조 손상 노인군부터는 50% 이상으로 지난 2주간 의료기 을 방

문한 노인이 많았음. 다만, 기능제한 노인군에서는 조직구조 손상노인군

이나 장애노인군에 비해서 상 으로 의료기  방문율이 낮게 나타남. 

 지난 1년간 입원여부를 보면, 건강한 상태에 속하는 노인 에서는 지난 1

년간 입원한 노인이 2.6%(1명)에 불과하 으나, 병리상태에서는 6.8%,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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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손상에서는 11/7%, 기능제한에서는 15.8%, 일상생활 활동장애에서는 

23.2%로 장애정도가 심할수록 입원하는 노인의 비율이 증가하 음. 

 지난 1년간 인 루엔자 방 종 여부는 건강한 상태인 노인 에서 방

종 비율이 가장 낮았으며, 병리상태에서 가장 높았음. 

 건강검진의 여부를 보면, 장애발생과정별로는 조직구조 손상의 경우 33.8%

로 가장 높았으며, 일상생활 활동장애 노인에서 22.1%로 가장 낮았음. 

제4장 행 허약노인 상 보건의료제도의 실태와 문제

  제1  법‧제도  근거에 의한 노인보건의료서비스 내용

1. 건강진단서비스

 노인건강검진사업과 련한 문제 으로는 노인의 기능상태를 측정할 수 있

는 검진항목이 부재하다는 임. 

   ◦ 체력을 측정할 수 있는 항목이 없고, 질병유무를 악하기 한 항목을 

심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신체  기능상태가 허약한 노인을 사 으

로 분별하기가 불가능한 실정임. 

 기타로 구강보건법에 의해서 노인구강보건교육사업, 노인구강건강진단사업 

등이 실시되고 있는데, 구강검진 후 의치보철을 제공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고, 검진항목자체도 작능력이나 작의 해요소 등을 측정할 수 있는 

내용은 부재한 실정임. 

2. 방문간호서비스

 방문간호 는 가정간호서비스는 허약노인의 신체  기능을 유지, 향상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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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는 측면을 고려하기 보다는 건강상태의 찰과 간단한 질병처치 측면에

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허약노인측면에서는 매우 제한 이라 

할 수 있음. 

   ◦ 특히, 물리치료서비스는 허약노인의 신체  기능을 유지  향상을 해

서 필요하고, 염, 요통, 좌골통 등의 근‧골격계질환으로 인한 통증

리를 해서도 필요한 것으로 일컬어지고 있기 때문에, 거동이 불편한 

허약노인을 상으로 한 방문물리치료서비스는 재 일부 보건소를 제

외하고는 제공되고 있지 못하며, 방문(간호)서비스와 같이 법 으로 제

도화되어 있지 못한 실정임. 

3. 질병치료서비스

 부분의 허약노인은 기본 으로 한 가지 이상의 만성질환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질병 리차원에서도 보건기 뿐만 아니라 병의원을 비노인계층에 

비하여 빈번하게 방문하고 있음.

   ◦ 즉, 만성질환 노인계층의 경우에는 상 으로 진료비본인부담 이 기 

때문에 여러 의료기 을 매일 는 매월 순회방문하면서 복 으로 치

료를 받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반 로 완치가 되지 못하는 만성질환의 

특성 때문에 진료를 도에 포기하는 경우도 빈발하고 있음. 

 이와 련한 문제 으로써는 노인환자를 종합 이고 문 으로 진료할 수 

있는 노인의학 문의가 부재하여 질병 치료시에 해당 진료과에서만 단편

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실임. 

4. 장기요양서비스

 장기요양서비스는 아직까지 별도의 제도에 의해 제공되고 있다기보다는 

행 노인복지법에 의해 재가서비스  시설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체계

이지 못한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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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히, 장기요양서비스의 상노인을 선정할 때에는 기본 으로 일상생활

수행능력을 측정하기 때문에 일단 본 연구에서 지향하는 허약노인의 일

부분이 상노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 그러한 허약노인에게는 장애노인으로의 락을 사 으로 방할 수 

있는 서비스가 필요한데, 이에는 만성질병 리가 요하기 때문에 보건

의료인력과의 력이 필요함. 

   ◦ 장기요양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허약  장애노인의 경우에는 만성질환

의 리를 해서는 의사의 왕진서비스가 요하다고 하겠는데, 행 

건강보험제도하에서는 재택왕진서비스에 한 진료수가가 마련되어 있

지 못하여 활성화되어 있지 못한 실정임. 

  제2  보건소의 노인보건의료사업 실태분석

 본 에서는 해당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노인을 상으로 한 보건소의 사업

을 심으로 살펴보았음. 

   ◦ 재 보건소 단 에서 수행하고 있는 노인건강증진  노인보건사업의 

황을 악하고, 효과 으로 수행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방안을 모색

하기 한 기 자료를 수집하기 해 ‘보건소 노인건강증진  노인보

건사업 실태조사’의 명칭으로 우편설문조사를 실시하 음. 

   ◦ 본 조사는 건강증진사업 이외에도 건강검진, 방 종, 보건교육/상담, 

만성질병 리, 방문보건의료 등의 사업 유무, 사업 상노인, 그리고 

상노인 선정기 을 악할 수 있도록 개발된 설문지를 사용해 2004년 

9～10월에 걸쳐 약 한 달의 기간동안 우편조사의 방법으로 이루어졌음

   ◦ 한, 조사 상이 되는 총 246개 보건소  112개 보건소가 설문에 응답

하여 45.5%의 응답률을 나타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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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인건강증진사업의 실태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허약노인 상의 건강증진사업 , 조사에 응답한 

보건소에서 가장 많이 실시하고 있는 사업은 운동사업이었고, 그 다음으로 

양사업을 많이 실시하고 있었음. 

   ◦ 특히, 운동사업의 경우에는 노인계층 만을 상으로 하는 보건소는 14개

소(14.7%)에 불과하고, 부분(74.7%)이 비노인계층도 포함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남. 

   ◦ 운동 상노인을 선정하는 방법을 보면, 상노인의 질병상태나 기능상태 

등을 고려하지 않는 보건소가 체(총 72개소)의 82%나 차지하고 있어 

부분의 보건소에서 건강한 노인만을 상으로 운동 로그램을 실시하

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양사업의 경우는 노인계층만을 상으로 실시하는 곳은 6개소(6.6%)가 

있었으며, 노인층을 포함하는 보건소는 75개소(82.4%)로 나타남. 

   ◦ 연사업의 경우, 노인계층만을 상으로 실시하는 곳은 1개소에 불과하

고, 사업실시의 응답보건소의 부분이 노인층을 포함하는 연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주‧ 주사업의 경우, 노인계층만을 상으로 실시하는 곳은 1개소에 

불과하 고, 상당한 보건소( 체의 59.7%)가 노인계층을 상으로 하는 

주‧ 주사업을 수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이상과 같이 부분의 보건소가 노인계층만을 상으로 하는 별도의 건

강증진 로그램을 수행하고 있지 않고, 비노인계층을 심으로 하되 노

인계층도 포함시키는 수 에서 수행하고 있다는 임. 

 본 연구에서 지향하고 있는 허약노인을 상으로 하는 건강증진사업은 거

의 무하다고 할 수 있고, 비록 재가 허약노인을 상으로 사업을 실시한

다고 하더라도 극히 일부의 보건소에 한정되어 있는데다가 신체  기능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문제 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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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건소 심의 노인보건사업내용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검진사업  암검진 사업의 경우 조사 상 112

개 보건소  89개 보건소가 실시하고 있었고, 일반검진의 경우에도 71개 

보건소가 실시하고 있었음.

   ◦ 일반검진 사업에서 검진을 실시할 때 노인의 기능상태를 고려하고 있다

고 응답한 보건소는 체(총 62개소)의 20%정도로 나타났지만, 일상생활

동작(ADL, IADL)의 수행정도를 측정하는 수 에 머무르고 있음. 

   ◦ 보건교육사업의 경우, 노인계층만을 상으로 한 독자사업을 실시하는 

보건소는 체(총 97개소)의 17.5% 정도로 나타났고, 부분의 보건소가 

비노인계층과 함께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그리고 보건교육을 실시할 때에 상노인의 기능상태를 고려하고 있는 

보건소가 체(총 79개소)의 25.4% 수 인데, 술한 바와 같이 일상생

활동작(ADL, IADL)의 수행정도를 고려하는 정도에 머무르고 있음. 

 결과 으로 보건소의 건강검진이나 보건교육사업도 노인의 신체  기능상

태를 고려하기보다는 질병의 발견과 리차원에서만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허약노인의 발굴이나 장애 방차원에서의 사업은 수행하고 있지 못

한 것으로 단됨. 

 방문보건의료사업의 경우, 의사나 방문간호사에 의한 서비스는 거의 부분

의 보건소에서 제공되고 있는 반면에, 이에 비해서 물리치료사에 의한 방문

물리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보건소는 의사‧방문간호사에 의한 경우보다도 

훨씬 은 반수 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방문보건의료사업과 련해서는 특징 인 것은 건강증진이나 건강검진, 

보건교육 등과 같은 사업에 비해서 성노인을 선정할 때 기능상태를 

고려하고 있다는 임. 

   ◦ 다만, 본 연구에서 지향하고 있는 허약노인 선정지표를 고려하고 있는 

보건소는 무한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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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정보건소의 노인보건사업내용: 문가집단인터뷰 결과

 본 연구에서는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노인보건사업의 내용을 보다 심

층 으로 악하기 해서 도시지역 3개소, 농 지역 2개소, 도농복합도시

지역 3개소의 보건소 계자들을 면 하 음. 

  가. 사업 내용  방법

 보건소 내부에서 수행되는 사업은 상자의 건강상태에 따라서 만성질환에 

이환되지 않았거나, 재 질환의 정도가 경미하여 이동에 어려움이 없는 건

강한 노인을 상으로 실시되는 건강증진사업, 고 압 등의 만성질환을 앓

고 있는 노인을 상으로 하는 만성질환 리 사업이 있음. 

 건강증진사업은 재 우리나라에는 노인을 상으로 하는 기 체력 진단 

기 이 명확하게 설정되지 않아서 기존에 발표된 50세 이상의 기 을 그

로 용하거나 진단 항목을 서로 비교하여 특별히 부족하거나 문제가 있는 

항목을 심으로 처방을 실시하고 있었음. 

 보건소 외부에서 실시되고 있는 표 인 사업으로는 방문보건사업, 경로당 

사업, 이동 검진  진료 등이 있었고, 이  이동 검진  진료의 경우 주

로 경로당이나 복지 을 순회하는 방법으로 실시되고 있었음.

   ◦ 일부 보건소는 도시형 방문보건사업 시범보건소로 지정되어 방문보건사

업 상자 사정 도구에 따라 상자를 분류하여 각 상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음. 

  나. 문제   제언

 심층면 을 실시한 보건소 담당자들이 공통 으로 지 한 문제 은 산 

부족과 인력 부족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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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보건사업 상자가 제한 이라는 문제 을 제기함. 

   ◦ 첫째, 상자 수에 한 측면에서 살펴본다면, 보건소마다 차이가 있으

나 연  몇 십명에서 몇 백명 수 이어서, 지역사회 보건사업이라고 하

기에는 사업 상범 가 무 제한 이라는 것임. 

   ◦ 둘째, 재 방문보건사업의 상자는 주로 독거노인, 거동불편자에 집

되어 있으며,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나 경로당, 복지  등에

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은 거동이 가능하여 스스로 사업이 실시되고 있

는 장소까지 이동할 수 있는 노인이 그 상자임. 

제5장 외국의 허약노인 보건의료체계의 실태와 시사

  제1  일본

1. 노인보건제도의 내용

 노인보건제도의 사업내용은 크게 건강수첩 교부, 건강교육, 건강상담, 건강

검진, 기능훈련  방문지도로 구성되어 있음. 

   ◦ 이상과 같이 노인보건제도에 의한 사업의 상이 노인계층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40세 이상자와 그 가족이라는 것이다. 다만, 의료비 지원은 

75세 이상 노인과 65세 이상 와상노인으로 한정하고 있음. 

   ◦ 그런데 그 동안 노인보건법에 의해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받았던 허약 

 장애노인은 공 개호보험제도를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받게 되었는

데, 이에는 주간재활, 방문재활, 방문간호서비스  노인보건시설에서의 

보호가 포함됨. 

2. 장기요양 방사업

 일본 동경도 노인종합연구소에서는 장기요양 방 긴 책실을 설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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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약  경증장애노인을 상으로 한 로그램을 개발하여 국 시정  보

건센터에 보 하고 있음. 

   ◦ 이에는 고령자 근력향상훈련, 자기 리형 근력증강 로그램, 낙상 방

로그램, 지역형 치매 방 로그램, 뇨실  방 로그램  양 방

로그램 등이 있음. 

 2000년도부터 실시하고 있는 장기요양 방‧생활지원사업은 각 지자체가 수

립하여 지역주민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사업으로 제에도 이를 근거로 각 

지자체는 허약노인을 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이를 보면, 장기요양 방사업의 일환으로 낙상골 방사업(와상방지사

업), 육체  활동(physical activity)‧치매개호교실, 일상생활 련동작

(IADL)훈련사업, 지역주민그룹지원사업 등이 있고, 이외에 고령자식생활

개선사업, 운동지도사업이 있음. 

  제2  스웨덴

1. 노인의료보장제도의 개

 스웨덴의 의료보장과 련있는 제도로써는 크게 사회보험, 보건의료서비스

와 사회서비스로 구성되어 있음. 

   ◦ 사회보험은 어떠한 이유이든지간에 주로 여를 통해서 경제  지

원을 하고 있음. 

   ◦ 보건의료서비스는 보건의료법에 의해 지방정부가 주책임을 맡고 있고, 

이를 제공하는 의료기 도 지방정부에 의해 운 되고 있음. 

   ◦ 고령자  장애자서비스는 1982년도에 시행된 사회서비스법에 의해서 

기 자치단체에서 제공하고 있고, 재원은 주로 기 자치단체세와 이용

자부담 으로 충당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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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에델개 의 개

 근본 으로 보건의료는 지방정부가 담당하고, 사회서비스는 기 자치단체가 

담당함으로써 서비스의 책임 역이 불분명해지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어 고

령자의 보건의료복지서비스가 비효율 으로 제공되는 것이 문제로 부각되

었음. 

   ◦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1992년도부터 에델개 이 실시되기 시작하

는데, 그 목 은 고령자의 사회  입원환자를 이고, 고령자  장애자

용 주택의 질을 향상시키고, 기 자치단체에 책임을 일원화하여 과거 

지방정부에서 담당하여왔던 고령자의 보건의료서비스의 일부를 기 자

치단체로 이 하 음. 

   ◦ 이로 인하여 기 자치단체에서는 장기요양시설뿐만 아니라 수발서비스

를 갖춘 의료주택을 확충하게 되었고, 고령자보호의 질을 향상시켜 가

이면 도의 장애발생을 억제시키는 방향으로 보건의료정책을 강화

하게 되었음. 

  제3  호주

1. 호주의 노인보건의료체계

 호주의 보건의료체계는 사 부문과 공공부문이 의료서비스를 동시에 공

하고 있으며, 각 수 단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 등)의 정부가 이 과

정에 개입하고 있음. 

   ◦ 호주의 공공병원은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아 운 되는데, 

성기 병상(acute care beds)의 약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음. 

   ◦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병원은 직‧간 으로 정부보조 을 받으

며, 민간부분의 싱홈(nursing home)은 허약노인을 한 장기요양병상

의 부분을 공 하는 등 보건의료에 있어 요한 역할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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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호주의 노인장기요양보호체계

 호주에서는 1997년 노인에 한 서비스 제공계획, 제공자, 수혜자, 재정지원 

등을 규정한 ‘노인보호법'(Aged Care Act 1997)을 제정하고, 본격 인 사업

을 실시하 음. 

   ◦ 호주의 장기요양보호는 크게 주거시설보호(residential care)와 지역사회보

호(community care)로 나  수 있으며, 련된 다수의 로그램으로 구성

되어 있음. 

   ◦ 지역사회보호(community care)는 도움이 필요한 노인들이 그들의 가정에 

머물고 싶어할 때 제공될 수 있는 서비스로, CACP(지역사회 장기요양보

호 팩키지; Community Aged Care Package), HACC(재가  지역사회보

호; Home and Community Care) 로그램이 있음. 

   ◦ 노인주거시설(residential care) 크게 싱 홈(nursing home)과 같이 높은 

수 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과, 그 보다 낮은 수 의 서비스를 제공

하는 호스텔(hostel) 두 종류로 구분됨. 

   ◦ 체서비스(flexible care)는 다목  서비스(Multipurpose service)와 신  

노인보호서비스(Aged Care Innovative Pool)가 있음. 

  제4  시사

 이미 일본은 노인보건법을 제정하여 건강진단을 통해서 건강‧허약‧장애노

인을 구분하고 있었고, 건강하거나 허약한 고령자를 상으로 장애(장기요

양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장기요양 방 차원에서 각종 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었다는 이 에 띔. 

 스웨덴의 경우나 호주의 경우에서는 일본과 같이 노인계층을 상으로 

하는 별도의 제도가 있는 것이 아니고, 국민을 상으로 하는 보건의료체

계내에서 노인계층에게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는 실정임. 

   ◦ 그 지만, 환자의 구성이나 각종 보건의료서비스 수 자의 구성이 고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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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의 심화로 노인계층이 크게 차지하고 있음에 따라서 별도의 체계개선

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향후 우리나라의 경우는 속한 고령화가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일본방식

의 경험을 고려하여 별도의 제도나 행 체계내에서 노인계층을 집 으

로 리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제6장 허약노인 상의 보건의료서비스  리운 체계 개발

  제1  보건의료서비스 상의 허약노인 범

1. 범 의 설정기

 허약노인은 장애발생과정의 개념을 근거로 하여 보면, 넓은 의미에서는 만

성질환이나 신체   정신  기능상의 장애를 가지고 있지 않은 건강한 

노인을 제외한 모든 노인, 즉, 만성질환 노인이거나, 기능  손상을 지닌 노

인이거나, 기능  제한상태에 있는 노인 등을 모두 지칭할 수 있음. 

 그런데, 많은 연구자들이 연구의 결과를 토 로 제시하고 있는 허약노인의 

개념정의를 살펴보면, 좁은 의미에서의 허약노인을 지칭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겠음. 

 본 연구에서는 허약노인의 범 를 일차 으로는 기능제한상태에 처해 있는 

노인으로 한정하여 볼 수 있겠고, 이차 으로는 포 인 측면에서 기능제

한상태에 처해질 험성이 노출되어 있는 기능손상노인이나 병리상태의 노

인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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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향후 범 설정을 한 조사내용

 허약노인의 범 를 설정하기 한 실태조사의 실시시 필요한 조사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첫째, 병리상태의 만성질환은 그동안 ｢국민건강‧ 양조사｣나 ｢노인생활

실태조사｣ 등에서 기본 으로 이용하고 있는 만성질환유형을 토 로 작

성하 음. 

   ◦ 둘째, 기능손상상태는 시력, 청력, 작능력 이외에 신체  증상을 나타

내는 지표로 악할 수 있게 하 음

   ◦ 셋째, 기능제한상태는 악력검사, 보행속도검사, 균형유지검사와 같은 실

측검사 이외에 면 을 통하여 기능제한상태를 악할 수 있는 지표내용

을 기 으로 악할 수 있게 하 음

   ◦ 넷째, 일상생활활동은 기본  활동(ADL)과 수단  활동(IADL)으로 구분

하여 악할 수 있도록 하 음. 

  제2  허약노인 상 보건의료서비스의 개발

  1. 노인 보건의료서비스 개입(intervention)의 목표

 노인계층을 상으로 하는 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은 기본 으로 노화곡선

을 변경시키는데 그 목표를 두고 있다고 하겠음

◦ 즉, 재의 노화곡선을 보면 65세 이후부터 신체  기능이 하락하기 시작하

는데, 후기고령자라 할 수 있는 75세 이후부터는 좀더 가 르게 기능상태가 

하락하여 장애상태를 보이기 시작하다가, 일정연령부터는 보다 건강한 고령

자만 생존하게 됨으로써 략 으로 80세 이후부터는 그 이 에 비하여 완

만한 곡선을 그리면서 사망하게 됨. 

   ◦ 그러한 노화곡선을 이상 으로 변경시키기 해서는 건강한 상태를 가

능한 한 연장시키고, 병리상태, 기능손상상태  기능제한상태에 놓여있

는 허약노인계층의 신체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한도까지 제고시켜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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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러한 노화곡선을 기 로 한다면, 후술하는 바와 같이 허약노인에 한 

심 인 보건의료서비스는 기능향상을 한 재활서비스이고, 이외에 기

능유지를 해 필요한 양서비스, 질병 리, 건강검진  생활지원의 

복지서비스 등이 있겠음. 

〔그림 3〕 노인 보건의료서비스 개입의 목표

건강

허약

장애(요지원)

장애(요개호)

0세 65세 사망

목표의노화곡선
현재의 노

화
곡

선

파워리하비리테이션
(근력재활)프로그램

건강백세응원프로그램
(특별판)

건강백세응원프로그램
(보급판)

2. 허약노인 상의 보건의료서비스 내용

  가. 1차 방  서비스

1) 노인건강 리서비스

 노인보건의 목표가 단순한 수명의 연장으로부터 건강장수(healthy aging)로 

이 맞추어짐에 따라 성공 인 노화(successful aging)에 한 욕구가 증

되고 있음. 

 그런데, 청년층 는 년층을 상으로 한 건강증진‧질병 방 연구결과를 

그 로 노년층에게 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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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첫째, 년층과 노년층의 질병특성과 양상이 다르고 둘째, 노화에 따른 

생리학  변화가 질병발생 험요인의 작용기 에 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임. 

2) 운동을 통한 근력강화훈련서비스 

 건강증진서비스는 1차 방서비스로 분류할 수 있지만, 서비스유형에 따라

서는 2, 3차 방서비스에 해당하는 것이 있음. 

   ◦ 운동 로그램은 병리상태의 낙상(fall)을 방지하는데 효과가 있고, 이를 

해서는 낙상발생시 정도나 부 에 따라 손상상태를 악하여 극

인 재활치료를 통해서 장애발생으로의 이 을 방지 는 지연시키는 목

을 지니고 있음. 

 이러한 노인의 운동 로그램(excercise intervention)은 일차 인 기능목 에 

따라 4가지로 유형화할 수 있는데, 이는 유연성(flexibility), 근력(strength), 

지구력 (endurance)  균형훈련(balance training)임. 

   ◦ 유연성운동은 근육  인 의 길이 증가, 부 의 이동반경 증가를 

한 것이고, 근력훈련은 근육의 힘, 강도  지구력을 증가시키는데 목

을 두고 있음. 

   ◦ 지구력강화훈련은 심장, 호흡기계통의 인내력을 개선시키고 균형훈련은 

다양한 정 이고 동 인 운동을 통하여 姿勢制御機制(postural control 

mechanism)를 개선시키기 한 것임. 

3) 방 종서비스

 일반 으로 노화에 따라서 생리  기능이 떨어지듯이 면역기능도 하락하는 

것으로 보고 있고, 이로 인하여 인 루엔자, 폐렴 구균(pneumococcal)에 의

한 폐렴과 같은 감염성질환이 노인계층에게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이를 방하기 해서는 백신이나 톡소이드(toxoid)나 항체형성을 통하여 

인 으로 면역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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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양서비스

 양서비스는 건강의 유지‧증진, 성기 질병으로부터의 회복뿐만 아니라 

만성질환의 리에도 요한 요소로 인식되고 있지만, 양사업(nutrition)은 

건강증진을 한 1차 방(primary intervention)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음. 

   ◦ 양 해인자(risk factor)를 조기에 정기 으로 악할 수 있는 양상

태 검진이나 필요한 양재료의 원활한 구입이 포함되어야 함. 

   ◦ 양사업을 통한 3차 방은 질병을 치료하거나 개선시키는 방법의 일

환으로 의료  양요법(medical nutrition therapy)을 포함하는 경우가 

있음. 

  나. 2차 방  서비스

 2차 방사업의 심인 검진(screening)에 해 노인계층에게는 은 계층과

는 다른 방법이 권고되고 있음. 

   ◦ 검진 상의 상한연령을 설정한다든가, 과거 검진의 정상 인 결과를 보

인 상노인에게는 검진횟수를 이는 경우임. 

   ◦ 노인계층에게 요한 검진의 하나로 구강검진을 들 수 있는데, 허약 

는 장애노인의 경우에는 구강질환의 발생 험이 매우 높기 때문에 주기

인 구강검진서비스가 필요함. 

  다. 3차 방  서비스

 3차 방사업은 장애(disability)의 발생을 방하거나 악화되는 것을 막는데 

목 을 둔 극 인 치료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이어서, 극 인 재활치료

는 장애의 발생률을 이거나 장애로 인한 사회  핸디캡을 일 수 있기 

때문에 노인환자의 삶의 질을 바꾸어 놓을 수 있음. 

 허약노인과 련해서는 3차 방의 목 을 폐용증후군 발생의 억제에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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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것임. 

   ◦ 이와 같은 폐용증후군은 장기요양시설과 같은 시설거주노인보다는 지역

사회‧가정에서 생활하는 허약노인에게 발생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가정

방문을 통한 극 인 재활서비스가 제공될 필요가 있음. 

   ◦ 특히, 장애노인에게 집 되어 있는 재활치료서비스는 허약노인으로 하여

 상 으로 재활치료를 받을 기회가 없어 폐용증후군의 발생을 유도

하고 기능제한상태의 증화를 래하게 하여 결국 장애노인으로 쉽게 

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을 감안할 때(Walsh, et al., 1992), 허약노인에 

한 한 재활치료가 필요함. 

〔그림 4〕 폐용증후군으로부터의 탈피

생활전체의
활성화

생활전체의
활성화

폐용증후군으로부터
탈피

폐용증후군으로부터
탈피

와상해결ㆍ활동적인 노후생활와상해결ㆍ활동적인 노후생활

자립지향적
재활치료

자립지향적
재활치료

ADL 능력저하ADL 능력저하 기능회복ㆍ향상기능회복ㆍ향상

노인자신ㆍ가족의 QOL 향상노인자신ㆍ가족의 QOL 향상

촉진

  라. 만성질환의 치료  리서비스

 부분의 노인들이 1가지 이상의 만성질환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질병 리를 해서 각종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약물복용으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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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唾液 과다분비증 등을 유발하는 구강질환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

고되고 있음. 

   ◦ 따라서 치과의사의 노인가정 방문을 통한 진료서비스가 정기 으로 이

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특히 허약노인 자신이나 노인의 간병수발자도 

치아 리에 한 의식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치아 리

에 한 구강 생교육에 한 지도가 필요함. 

  제3  허약노인 상 보건의료서비스 리운 체계 개발

1. 기본방향 

  가. 서비스의 연속  체계(continuum of care system) 구축

 기본 으로 서비스의 연속  체계란 일반보건, 정신보건  사회서비스를 

통하여 환자를 지도하는 이용자 심의 통합  체계로 정의내리고 있는데, 

이 개념에 의하면 어디까지나 이용자 심(client-oriented)체계라는 것이고, 

여러 기 에서 분 으로 제공되는 각종 서비스를 소비자의 욕구의 흐름

에 따라서 연속 으로 제공해 주는 것을 제로 하고 있음. 

   ◦ 이러한 이용자 심의 체계가 본 연구의 기본 인 리운 체계라 볼 수 

있는데, 이용자 심방식의 보건사업에는 두 가지의 기본 여건이 해결되

어야 가능한데, 이는 첫째는 지역사회 노인의 건강상태에 한 정확한 

진단과 둘째는 보건사업 수행의 자원 확보임. 

   ◦ 그런데 미국의 경우 지역단 (州 단 )에서 보건정책을 세울 때는 주로 

BRFSS(Behavioral Risk Factor Surveillance System)의 결과를 이용하고 있

다는 을 감안하여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같은 방법을 유사하게 용한

다면 지역사회 자체 으로 근거를 기반으로 보건사업을 기획하고 수행

하여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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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재원조달방안 

 허약노인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비용의 조달방법에는 서비스의 유형에 따라

서 다를 수 있는데, 치료 심의 서비스비용은 국민건강보험재정에서 충당

하는 것이 타당하겠지만, 방 심의 서비스비용은 정부 산과 이용자의 

일부본인부담으로 충당되어야 할 것임. 

 각종 서비스 에서 질병 리에 소요되거나 재활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민건강보험재정에서 충당하여야 하나, 근력강화 로그램은 지역단 의 

보건(지)소를 심으로 수행하는 것이므로 산도 정부(국고+지방비)에서 

일정량을 투입하고, 국민건강증진기 에서 일부 지원하여야 할 것임. 

   ◦ 다만, 허약노인의 기능이 향상되면 자연 으로 병의원을 방문하는 기회

도 어들 것이므로 건강보험재정의 감효과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재정에서도 일정부문 기여하여야 할 것임. 

  2. 지역사회내 연계  보건복지체계 모형

 허약노인의 기능향상  유지를 한 지역사회내 보건복지체계 모형은 다

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음. 

 시‧군‧구단 의 노인건강증진센터(가칭)의 설치가 필요한데, 이 기 은 지

역사회거주 허약노인의 집 인 기능훈련설비‧장비를 갖추고 있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시‧군‧구단 로 설치되어 있는 보건소가 그 기능을 담당하도

록 함. 

   ◦ 여기에서 장기요양서비스에 한 정보뿐만 아니라 방문간호사를 통하여 

재가 허약노인의 가정이 건강상의 해요소를 유발시킬 수 있는 주거환

경에 처해 있는지에 한 정보를 단하여 제공하도록 함. 

   ◦ 이를 해서 보건소마다 자체 으로 노인건강증진 의회를 구성하는데, 

보건, 의료  복지 문가가 을 이루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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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읍면동지역 차원에서도 소지역단 의 노인건강증진센터분소(가칭)를 

조직하는데, 이것도 기존 보건지소내(면단  지역) 는 경로당이나 사회복

지시설(동단  지역)에 설치하도록 함. 

   ◦ 보건지소나 경로당은 보건진료소와 함께 최일선 보건기 에 해당하고 

지역주민이 가장 근하기 쉬운 시설이기도 하고, 허약노인의 기능향상

을 한 방법에는 앉은 자세에서 간단한 도구를 이용해서도 가능한 것

이 있기 때문에 보건지소나 경로당의 건물을 활용하여도 충분할 것으로 

보임. 

 마지막으로 향상된 기능을 지속 으로 유지시키기 해서는 보건기  이외

에 주간보호센터나 노인복지 과 같은 복지시설에서 각종 취미, 오락 로그

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연계체계의 구축이 필요함. 

제7장 정책제언

 지역사회 양개선 로그램은 허약노인뿐만 아니라 모든 노인계층에게 필

요한 로그램이기 때문에 연‧ 주‧ 양개선을 하나의 패키지로 구성하

여 노인인구비 이 높은 지역의 노인부터 보건소를 심으로 제공하는 것

이 필요함. 

 보건소 재활치료 로그램의 효과성을 제고시키기 해서는 지역사회에 거

주하고 있으나 보건소까지 내소하기 어려운 허약노인을 발굴하여야 하고, 

한, 이를 해서는 물리치료사로 하여  재가노인의 가정을 방문하게 하

여 재활치료 뿐만 아니라 상자를 발굴하도록 유도하여야 할 것임. 

 허약노인의 거의 부분이 한, 두 가지의 만성질환은 기본 으로 지니고 있

기 때문에 하나의 문 진료과목보다는 주요 문 진료과목의 진료내용을 

갖추고 있을 필요가 있고, 투약의 종류도 다양하여 이를 제 로 리‧지도

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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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소 조직내에 허약노인을 리할 수 있는 체계를 시범 으로 설치, 운

하도록 함. 

 허약노인선정을 한 별도의 도구개발이 필요한데, 이는 행 노인 상의 

건강검진항목을 일부 조정하여 활용할 수도 있겠지만, 장기요양 방이라는 

거시 인 차원에서 도구개발이 필요함. 



제 1 장 서론

제 1  연구배경

  공 보건학자들은 오랫동안 질병에 의한 장애문제를 다루어왔다. 를 들면, 

그동안 폴리오(소아마비)와 같은 성 염병에 의한 장애나 사망에 심이 집

되었고, 그 결과로 백신이 개발되었던 사례가 있다. 그러나 인구고령화의 추

세에 따라 질병양상이 성기 질환에서 만성퇴행성질환으로 환되면서 공 보

건학자들은 개선이 가능한 험인자나 만성질환에 의한 노인장애를 새로운 보

건문제로 인식하기 시작하 다. 이미 1991년에 미국보건‧인 서비스부에서는 

2000년의 건강목표를 질병  조기사망의 방뿐만 아니라 장애의 방을 목표

의 우선순 로 설정한 바 있다. 2000년에 발표된 일본의 ｢건강일본21｣에서는 

그 목 을 보면, 사회  측면에서 질병이나 장애에 의한 사회  부담을 이고 

국민의 건강수명을 연장하여 활기차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구축하는데 있고, 개

인 인 측면에서는 조기사망과 장애를 방하여 삶의 질을 제고시킴에 따라서 

풍요롭고 만족스러운 생활을 하는데 두고 있다. 이와 같이 미국이나 일본

의 건강증진정책의 목표에 장애 방을 설정해 놓고 있다. 인구고령화와 련하

여 유럽국가들의 보건의료  심은 질병  의존성(dependence) 험에 한 

보호수 을 높이는 데 두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보건의료  측면에서 장애의 방문제는 거의 

다루어지고 있지 못하며, 다만 장애와 련이 있는 뇌졸 과 같은 일부 만성질

환에 해서만 발생이후의 질병 리나 발생이 단계의 험인자 리에 치 하

고 있는 실정이다. 

  21세기 고령화 사회의 도래로 80세 이상 후기고령자를 심으로 한 신체 ‧

정신  기능이 허약한 노인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일상생활기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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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를 지닌 만성질환 노인은 適期에 의료기 을 방문하여 치료하는 것이 쉽지 

않으며, 질병의 방치로 장기요양상태에 빠지기 쉬우나, 재에는 事後 책인 노

인장기요양보장정책에 치우치고 있다. 

  특히, 노인을 상으로 하는 보건의료서비스는 근본 으로 부분의 노인이 

1가지 이상의 만성질환을 보유하고 있고, 이러한 만성질환의 완치가 거의 불가

능하기 때문에 만성질환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상 인 생활을 수행하는 데 필요

한 신체   정신  기능을 회복, 유지  향상시키는데 그 목 을 두어야 

한다. 

  이와 같은 에서 노인의 보건의료정책을 다룬 연구는 거의 무하다고 하

겠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1, 2002, 2003, 2004)에서 이루어진 노인장기요양

보호정책에 한 연구는 이미 신체   정신 인 기능의 하락으로 자립 인 

일상생활을 수행하지 못하는 장애노인에 한 서비스개발을 심으로 하여 왔

고, 특히 2003년도와 2004년도에는 공 노인요양보장제도의 도입을 제로 한 

정책개발에 치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본의 경우는 지난 2000년도에 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도입하여 장애노인에 

한 보건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최근에 들어와 경증장애노인의 격한 

증가로 보험재정의 수지악화를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한 주요 요인으로 

장기요양상태를 사 으로 방할 수 있는 보건복지서비스 로그램이 미흡하

여 경증장애의 노인도 장기요양보험에 의존하려는 경향이 높아졌기 때문인 것

으로 보고 있다(增田, 2004). 

  그런데, 구미각국에서는 많은 연구자들이 기능장애(functional disability)의 발

생원인을 분석‧ 악하려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토 로 장기요양상태

의 사 인 방에 필요한 서비스체계를 개발, 시행하고 있는 실정이다(Ftried, 

et al., 2001; Nagi, 1979, 1991; Verbrugge et al., 1994; Femia et al., 2001, 

Lawrence et al., 1996; Johnson et al., 1993). 

  따라서, 장기요양상태의 장애를 방지하고, 장기요양비용이나 노인의료비용을 

감하는 차원에서도 효과 인 방  보건의료서비스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하

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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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연구목   방법

  1. 연구목

  본 연구는 기존의 건강보험체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치료 심의 보건의료서

비스 여를 개선시키는데 심을 두고 있지 않고, 공공부문의 보건기 에서 수

행할 수 있는 방 심의 보건의료서비스를 개발하는데 기본 인 목 을 두고 

있다. 

  다시 말하면, 본 연구의 목 은 첫째, 만성질환을 보유하고 있고, 신체 /정신

 기능에 제한이 발생되어 일상생활상의 기능장애를 래하기 쉬운 허약한 노

인을 상으로 건강실천행 , 보건의료서비스 이용실태를 악하고, 필요한 

방  보건의료서비스를 개발, 제시하는데 있고, 둘째, 그러한 허약노인을 지역

사회에서 리할 수 있는 보건‧의료‧복지서비스의 연계  체계를 제시하는데 

두고자 한다.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별도의 실태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문헌고찰을 심으로 정리하는 

것으로 하 는데, 그 주요내용은 허약노인의 개념정의, 노인보건의료서비스제도

의 실태, 외국의 노인보건의료제도의 실태 등이다. 이를 구체 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제1장의 서론에 이어서 제2장에서는 허약노인의 개념을 정의하기 해서 주

요 연구자들의 연구논문을 심으로 고찰하 고, 제3장은 기존자료의 제약성으

로 특정지역의 조사 자료를 통하여 기능한 범 내에서 허약노인의 건강실태, 

건강실천행   보건의료서비스이용 실태를 분석하 다. 제4장에서는 행 허

약노인 보건의료체계와 서비스제공 실태를 악하기 해서 두 가지의 방법을 

활용하 는데, 그 하나는 보건소에서의 노인보건의료서비스 제공실태를 악하

기 하여 우편설문조사를 실시한 것이고,  하나는 일부의 특정지역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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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선정하여 직원과 노인보건의료서비스의 실태와 제공시의 문제  등을 집

으로 토의하는 문가집단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방식을 활용한 것이다. 

제5장에서는 문헌고찰을 통해서 외국의 제도  내용을 정리하 고, 제6장에서

는 지역사회내 허약노인의 리운 을 한 연계  보건복지체계모형을 제시하

는 것으로 하 다. 

  3. 본 연구의 한계성

  본 연구는 기본 으로 허약노인의 정의를 설정한 후, 정의에 부합되는 기존 

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허약노인의 보건의료서비스의 이용실태  욕구 등

을 악하려고 하 다. 그러나 이론 으로 정리된 개념정의를 활용하여 우리나

라의 허약노인을 선정하는데 필요한 자료가 무하다는 것이다. 최근의 가용자

료인 2001년도 국민건강‧ 양조사의 경우에서는 기능상태를 측정할 수 있는 

항목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2001년도 장기요양보호노인의 욕구실태조사에서

는 일상생활동작지표에 한하여 조사되어 있어 그 이외의 기능상태를 악할 수 

있는 설문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지 못하고, 한 이들 계층의 보건의료서비스의 

이용이나 욕구실태에 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외의 연구자나 연구기 에서 수행한 연구결과 등을 심으로 정리하는데 그

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문제 을 해결하기 해서는 별도의 국실태조사를 수행하여야 하나 

제반 여건상 불가능하 기에, 본 연구와 유사한 목 으로 수행된 특정지역에서

의 실태조사를 부분 으로 재분석하여 본 연구에 사례분석으로 포함시키는데 

그쳤다. 

  향후 실증분석을 해서는 허약노인 선정을 한 국실태조사를 계획하거나 

특정지역에 거주하는 노인을 상으로 한 소지역실태조사를 계획할 필요가 있

겠다. 특히 후자의 경우에는 지속 인 추 조사(follow-up survey)를 할 수 있도

록 노인의 거주지이동이 은 지역을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제 2 장 허약노인의 개념  특성

제 1  개념  정의

  1. 일반  개념

  일반 으로 허약상태는 사망이나, 요양시설입소, 낙상, 병원입원을 발생시키

는 험인자로 알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약상태를 개선시킬 수 있는 보건

의료서비스의 개발을 한 표 화되고 타당한 허약상태의 측정방법이 부재하다

는 것이다(Rockwood, et al., 1999; Winograd, 1991). 그래서 허약상태를 장애

(disability), 복합유병상태(comorbidity), 고령(advanced old age)과 유사한 의미를 

지닌 것으로 보기도 한다(Winograd, 1991; Winograd, et al., 1991). 

  허약노인의 개념을 정의하기 해서는 우선 으로 장애상태의 개념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원래 장애라는 것은 불능(incapacity), 

는 육체 으로나 정신 으로 기능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상태로 정의내리

는 경우가 있고(Dorland, 1981), WHO(1980)의 개념을 보면, 질병으로부터 시작

되어 나타나는 조직손상(organ impairments)의 결과로 발생되는 상태로 보고 있

다. 따라서 장애상태가 발생하기 이 의 단계가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장애는 다양한 신체기능의 척도로 측정되고 있는데, 이에는 일상생활동

작(ADL), 수단  일상생활동작(IADL), 이동(mobility)능력척도, 육체  수행검사

(physical performance test) 등이 있다. 

  결국, 이를 통해서 보면, 장애상태에 놓여 있지는 않지만, 그 다고 질병이나 

노쇠상태가 없는 건강한 노인과는 구분되는 간상태의 노인집단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들을 허약한 노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실제 으로 최근 

OECD 보고서에서는 허약(frail)노인과 장애(disabled)노인의 개념을 비교하고 있

다. 자는 상해(injury)가 발생할 험에 처해 있는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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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반 인 건강수 이 험에 빠질 수 있는 상태에 있는 노인으로 보고 있

고, 반면에 장애노인은 이미 기능의 하락으로 정상 인 일상생활동작을 수행하

기 하여 제3자로부터 실질 인 도움을 필요로 할 수 있는 자로 정의하고 있

어 명백하게 허약노인과 구별하고 있다(OECD, 1996). 

  그리고 지난 2000년도에 공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일본의 경

우에는 각 지자체마다 장기요양보험의 要보호 상자(장애자)에 해당하지 않는 

노인을 선정하여 별도의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때 주 사업 상의 노

인이 허약노인이다. 실례로 산다(三田)시에서 장기요양 방사업의 상노인을 

선정하는데 사용하고 있는 기 을 보면, ① 장기요양보험에 해당되지 않으나 

정신 , 생활  측면에서 원조가 필요한 고령자, ② 비록 장기요양보험에 해당

하지만 상태가 가벼운 요지원상태나 요보호상태의 1등 에 해당하는 고령자로 

되어 있다주1). 한, 고치(高知)시에서 장기요양 방차원에서 실시하는 허약노

인의 상을 선정하는데 사용하는 개념을 보면, 장기요양보험의 수 인정범

(장애의 요지원이나 요개호상태)에 해당하지 않지만, 건강하지 못하여 운동이나 

생활지원 로그램의 실시가 필요한 노인으로 되어 있고주2), 요코스카(橫瀕賀)시

에서는 고령자시책을 계획하면서 고령자의 유형을 구분하고 있는데, 허약고령

자의 개념을 보면,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수 인정에서 자립으로 정을 받은 고

령자이지만, 어떠한 형태로든지 원조가 있으면 재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고령자로 정의하고 있다주3). 이를 보면,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요지원상태에 해당

주1) 이러한 기 에 의한 상태를 보면, ① 이웃과 교류가 없고 고립되어 있는 고령자가 운동부

족으로 신체기능의 하가 일어나, 웠다가 일어나 앉는 생활을 보내고 있는 경우, ② 보

기에는 건강한 생활을 보내고 있지만, 당뇨병이 있고 고 압이 있어도 약을 먹기도 하고 

먹지 않기도 하는 경우 (질병진행의 가능성이 높음), ③ 장기간 부부가 함께 살았지만 남편

이 사망하여 가사일 모두를 하지 못하고, 식생활도 불규칙한 생활을 보내는 경우, ④ 도, 

골 을 계기로 활발한 활동이 뜸해지고 실내에 갇  있는 상태에 빠져서 아무것도 하려는 

의욕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이다. 

주2) 다시 말하면, 고치시에서는 건강상태를 기 으로 고령자를 구분하고 있는데, 이는 ① 건강

집단, ② 허약집단, ③ 장기요양보험의 요지원  요개호집단(장애집단)으로 구분되어 있다. 

이를 기 으로 하면 후술하는 장애발생과정 에서 병리상태나 손상상태  기능제한상태

가 모두 허약노인집단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주3)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수 자로 인정받기 해서는 요양필요기 시간이 25분을 과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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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노인도 허약노인인데, 장애노인을 상으로 하는 장기요양보험에서도 허

약노인도 여 상으로 하고 있어 일본의 장기요양보험은 상당히 포 이라 

할 수 있다. 

  Gill 등주4)(2002)에 의한 연구에서는 허약노인을 선정하는 방법으로 ① 도보

속도검사(rapid-gait test; 3미터를 걸어가는데 걸리는 시간이나 가능한 한 빠르게 

뒤돌아서는 것)를 통하여 속도가 10  이상 걸리는 경우, ② 팔짱을 끼고 등받

이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나지 못하는 경우를 기 으로 하고 있는데, 이 에서 

1개가 불가능하면 등도의 허약(moderately frail)이고, 2개가 모두 불가능하면 

도의 허약(severely frail)으로 정의하고 있다주5). 이를 보면, 허약노인은 비록 

이동능력은 보유하고 있지만, 정상 인 건강노인에 비하여 동작이 느리거나 

도하기 쉬운 노인으로 볼 수 있다. 

  Buchner & Wagner(1992)에 의하면, 허약(frailty)이란 장애의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생리  축 상태(physiological reserve)의 감소로 정의하고 있다. 여기에

서 말하는 생리  상태(physiological state)는 생물학  노화, 만성질환이나 폐용

성(disuse)이 결합되어 나타나는 상을 말하는데, 3개 주요 부문이 지속 으로 

나타날 때 신체  기능(즉, 생리  축 상태)의 하락(즉, 허약상태)이 되고, 

이로 인하여 장애상태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복잡한 일상생활동작

을 조 하는데 필요한 신경조직계의 통제가 부족하거나, 는 ‧ (골)‧근

육 등 근‧골격계의 통합이 부족하거나, 는 심 계통의 에 지 역량이 부족

하여 신체기능이 허약해지는 상이라는 것이다(그림 2-1 참조). 한, 그러한 

하는데, 25분 미만인 경우에는 자립으로 정하고 있고, 이들을 허약한 노인으로 보고 있

다. 참고로 이외의 고령자집단에는 와상  치매고령자집단(요양필요도 3, 4, 5등 에 해당

하는 자), 원호성 고령자집단(요지원  요양필요도 1, 2등 에 해당하는 자), 기타 건강 고

령자집단,  독거고령자집단 등이 있다. 

주4) 보다 구체 인 내용은 Gill T. M., Gottschalk M., Peduzzi P. N., et al., “A program to prevent 

functional decline in physically frail, elderly persons who live at home”, The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Vol.347, Iss.14, 2002를 참조하기 바란다. 

주5) 본 분석 상에서 제외된 노인은, ① 걷지 못하는 경우, ② 재 물리치료나 운동 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③ 치매진단 받거나 MMSE 수가 19  이하인 경우, ④ 생존기간이 

12개월 미만 남아 있는 경우, ⑤ 뇌졸 , 둔부골 , 심근경색에 이환되어 있는 경우, ⑥ 지

난 6개월 이내에 둔부나 무릎 고정수술을 받은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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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기능이 허약해지면, 일상생활동작의 수행이 불가능해지고 사회  역할수행

도 불가능해지게 되는 장애상태로 빠지게 된다는 것이다. 

〔그림 2-1〕 허약성과 장애의 개념  모델

생리  역량
(Physiological capacity)

생물학  노화

만성질환

폐용성(disuse)

허약(frailty)

1. 신경계(neurological)

2. 근‧골격계(musculo-skeletal)

3. 신진 사(energy metabolism)

장애(disability)

1. 신체  기능

2. 사회  역할수행

 : 신장(renal), 간장(hepatic), 내분

비(endocrine) 등

자료: Buchner and Wagner(1992)

  Fried 등(2001)에 의한 연구에서는 허약성의 조작  정의를 내리기 해서 다

음과 같이 체 손실, 정서  고갈, 육체  활동, 도보속도  악력 등 5개의 범

주를 정하고, 이  3개 범주이상에 해당하면 허약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정

의하고 있다(표 2-1 참조). 좀더 구체 으로 살펴보면, 체 손실측면에서는 과거 

1년 에 비해서 일정량의 체 감소가 있었는지를 검토하는데, 이는 체 감소의 

원인이 각종 질병이나 신진 사 기능의 결함으로 인한 식욕부족 등으로 양보

이 결핍됨으로써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신체  기능의 허약상태를 시사해주

는 지표가 되고 있으며, 정서  고갈측면에서도 우울증검사지표의 하나이면서 

신체  활동을 해하는 삶의 회의항목을 이용하여 허약상태를 악하고 있다. 

그리고 도보속도나 악력 등은 신장의 크기, BMI 지표를 통하여 남녀별로 구분

하여 허약상태를 단하는데 이용하고 있는 것은 연구자 나름 로의 독특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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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수 있다. 이는 술한 Gill 등의 허약노인 개념에서도 도보속도를 통해서 허

약노인을 개념 으로 정의하고 있다는 이 동일하다. 

〈표 2-1〉 허약성 단기 (사례)

범주 지표내용

Ⅰ. 체 손실

   (weight loss)

 - “체 이 지난해에 비해서 10 운드 이상 감소하 는가”

   (단, 고의 인 다이어트나 운동에 의한 경우는 제외)

   ㅇ “그 다”고 응답하면, 허약으로 정 

Ⅱ. 정서  고갈

   (exhaustion)

 - “지난주 얼마나 자주 삶의 회의를 느끼고 있었는가”

   ㅇ 1주일에 3일 이상이면, 허약으로 정

Ⅲ. 육체  활동

   (physical activity)

 - 1주일에 육체  활동으로 인한 열량이 383㎉(남자), 270㎉(여자) 

이하인 경우는 허약으로 정

   ㅇ 육체  활동: 걷기, 집안일하기, 잔디 깎기, 정원가꾸기, 하이킹, 

조깅, 사이클링, 싱, 에어로빅, 볼링, 골 , 테니스, 라켓볼, 

수  등

Ⅳ. 도보속도

   (walk time)

 - 15피트 거리를 걷는 속도

 - 속도가 각각 다음에 해당하면, 허약으로 정

   ① 신장 173㎝ 이하인 경우(남자): 7  이상 소요

   ② 신장 173㎝ 이상인 경우(남자): 6  이상 소요

   ③ 신장 159㎝ 이하인 경우(여자): 7  이상 소요

   ④ 신장 159㎝ 이상인 경우(여자): 6  이상 소요

Ⅴ. 악력

   (grip strength)

 - 남녀별 BMI 수 별로 구분하여 각각 다음에 해당하면 허약으로 

정

   ① BMI ≤24인 경우(남자): 29㎏ 이하

   ② BMI 24.1～26인 경우(남자): 30㎏ 이하

   ③ BMI 26.1～28인 경우(남자): 30㎏ 이하

   ④ BMI ＞28인 경우(남자): 32㎏ 이하

   ⑤ BMI ≤23인 경우(여자): 17㎏ 이하

   ⑥ BMI 23.1～26인 경우(여자): 17.3㎏ 이하

   ⑦ BMI 26.1～29인 경우(여자): 18㎏ 이하

   ⑧ BMI ＞29인 경우(여자): 21㎏ 이하

자료: Fried, et al.,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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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일본의 東京都老人總合硏究所에서는 험인자의 보유자를 정할 

수 있는 검진에서 장기요양상태로 락하게 만드는 험상태를 허약, 轉倒, 실

, 低 양, 경증치매로 구분하고 각각의 상태에 용할 수 있는 장기요양 방

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자체에 보 하고 있다(鈴木‧大渕 監修, 2004). 여기에서 허

약의 험 정은 후술하는 설문조사(18개 항목)와 신체기능검사(3개 항목)의 각 

항목을 재코드화시켜 수로 계산‧합산한 후 수의 크기로 결정하고 있다주6). 

  이러한 고찰을 통하여 볼 때, 허약상태는 일상생활동작(ADL, IADL)에 장애

가 없는 상태이나 육체  활동이 조한 수 이거나, 도보속도나 악력 등을 통

하여 이동의 민첩성이나 근력이 하되어 있는 상태로 정리할 수 있겠다. 

  이를 감안하여 우리나라에서 그동안 실시된 기존 국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허약노인의 분포정도를 추정해 보면 다음과 같다. 즉, 지난 1998년도 노인생활

실태  복지욕구 조사자료(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의하면, 65세 이상의 지역사

회 거주노인 에서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일상생활동작에 장애가 

없는 노인이 체의 약 13%정도를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2001년도 노인 장기

요양보호 욕구실태 조사자료(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의하면, 만성질환이나 부

상, 사고 등의 요인으로 일상생활동작(ADL)에 제한이 있는 노인은 체의 약 

15%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상기한 여러 연구자들의 허약성에 한 개념정

의와 우리나라의 실태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보면, 넓은 의미에서는 허약노인이 

체노인의 약 3/4정도를 차지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장기요양발생의 방

 측면에서 보면, 집 인 리의 상이 되는 허약노인은 그보다 훨씬 을 

것으로 단된다. 특히, 그러한 허약노인은 노인보호의 최종 인 장기요양보장

제도에 포함되지 않지만, 지속 인 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장기요양상태에 

빠지기 쉬운 상태에 처해 있는 노인이라 할 수 있다주7). 

주6) 험도의 정시에 고려되고 있는 수를 보면, 허약, 도, 실 의 험상태는 합산 수가 

5  이상인 경우, 양, 경증치매의 험상태는 4  이상인 경우로 하고 있다.

주7) 이와 같은 노인집단의 구분방식은 Ettinger & Beck가 서비스희망능력을 기 으로 노인집단

을 분류한 것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들은 노인집단을 ① 기능 으로 자립 인 노

인, ② 허약노인, ③ 기능 으로 의존 인 노인으로 구분하 다(Ettinger & Beck,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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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장애발생과정에서의 허약노인 개념

  술한 바와 있는 허약노인의 개념은 WHO의 장애정의나 Nagi 등의 장애발

생과정(disablement process) 이론에 입각하여 정의내릴 수도 있다. 장애발생과정

모델은 Nagi에 의해서 1960년  에 이미 개념화되기 시작하 다주8)(그림 2-2 

참조). 그에 의하면, 활동  병리는 정상 인 세포활동과정의 단임과 동시에 

정상상태를 회복하려는 유기체의 恒常性 유지 노력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정

의하고 있는데, 이는 감염, 부상, 신진 사의 불균형, 퇴행성질환과정, 기타 病

因에 의해 나타난다. 그리고 손상은 조직체, 器官  신체구조상의 손실 는 

비정상상태로 언 하면서 일상 으로 활동  병리는 일종의 손상을 래한다. 

한 기능  제한은 개개인의 기본  기능수행의 제약으로 표 하고 있는데, 

사례를 들어보면 뇌 질환(사고)으로 인한 기본  기능제한은 보행과 같은 

이동작업수행이나 화나 이성  단과 같은 비육체  작업수행의 제한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WHO의 ICIDH(1980년)도 Nagi의 개념과 유사하게 정리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손상의 개념은 신체  器官차원에서의 심리 , 생리 , 해부학  구조

나 기능이 손실되거나 비정상  상태로 보고 있으며, 이러한 상태가 장애로 이

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즉, 장애는 정상  활동 수행능력의 제한 는 

부족상태이고, 이것이 사회 으로 정의된 역할 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제한을 

발생시킨다는 것이다. WHO에서는 1997년도에 사회  불리상태를 사회  참여

제약상태로 바꿈으로써 장애로 인한 결과에 을 두고 있다. 

주8) Nagi가 이 개념을 이론화하게 된 것은 미국의 사회보장장애보험(SSDI; Social Security 

Disability Insurance)에서 여 상이 되는 장애(disability)는 활동  병리(active pathology), 손

상(impairment)  기능제한(functional limitation)과는 서로 련성은 있으나 다른 개념이라는 

것을 제시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Jette, AM & Badley, E, "Conceptual issues in the 

measurement of work disability", in Mathiowetz, N and Wunderlich, GS (eds.), Survey 

Measurement of Work Disability: Summary of a Workshop, National Academy Press,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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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Nagi의 장애발생과정

건강한 상태

(healthy status)


활동  병리

(active pathology)

 - 정상 인 신체  과정/구조의 단/장애  정상상

태 회복을 한 器官의 노력


손상

(impairments)

 - 해부학 , 생리 , 정신   정서  구조나 기능

의 비정상  상태나 손실


기능제한

(fuctional limitation)

 - 器官 체/인간으로써의 수 에서 실행(performance)

의 제한


장애

(disability)

 - 사회문화 /물리  환경하에 주어진 사회 으로 

정의된 역할 는 업무수행의 제한

출처: Nagi(1964, 1979, 1991)

〔그림 2-3〕 WHO의 손상‧장애‧사회  불리의 국제분류(ICIDH-1) 기 (1980년)

건강한 상태

(healthy status)


질병

(disease)
 - 본질 인 병리(pathology)상태나 질환(disorder)


손상

(impairments)

 - 器官차원에서의 심리 , 생리 , 해부학  구조나 

기능의 손실 는 비정상  상태


장애

(disability)
 - 정상  활동 수행능력의 제한 는 부족상태


사회  불리

(handicap)

 - 정상 인 사회  역할의 달성을 제한하거나 방해

하는 불리한 상태

출처: WHO(1980)



허약노인의 개념  특성 57

〔그림 2-4〕 WHO의 ICIDH-2(1997년)

건강한 상태

(healthy status)


질병

(disease)
 - 본질 인 병리(pathology)상태나 질환(disorder)


손상

(impairments)

 - 신체구조, 손실이나 비정상 상태

 - 생리 , 심리  기능의 손실이나 비정상


활동제한

(activity limitation)
 - 활동의 실행, 성취, 完遂의 제한


참여제약

(participation restriction)
 - 개인의 생활환경 참여의 성격/정도의 제약

출처: WHO(1997) 

  한편, Verbrugge 등(1994)과 Femia 등(2001)은 WHO나 Nagi의 개념을 바탕으

로 노인계층에게 합한 장애발생과정모형을 개발하 다. 이를 간단히 설명하

면, 만성질병이 없는 건강한 상태에서 질병의 출 이나 상해로 인하여 병리상

태(pathology)에 처하게 되는데, 이는 身體器官系統(bodily organ system)의 손상

(impairments)을 발생시키며, 신체  기능의 제한(limitation)이 래되어 궁극 으

로는 일상 으로 수행하여야 하는 동작의 장애(disability)를 일으키게 한다는 것

이다. 

  이러한 장애발생과정모델에 입각하여 Lawrence & Jette(1996)는 병리상태와 

손상상태가 기능제한을 발생시키는 직 인 측인자, 그리고 장애발생의 간

인 측인자로 간주하고 분석한 결과, 기능제한이 장애를 유발‧증가시키는 

인 험인자라는 것을 제시하 다. 구체 으로 말하면, 상체기능의 제한

상태(upper body limitation)가 옷입는 동작의 장애를 일으키게 하는 직 인 요

인이고, 하체기능의 제한상태(lower body limitation)는 이동과 같은 동작의 장애

와 매우 한 계가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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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Verbrugge & Jette의 장애발생과정

건강한 상태
(healthy status)


병리

(pathology)
 - 질병, 부상, 선천 /후천  상태의 진단


손상

(impairments)
 - 특정 신체기 (근골격계, 심 계, 신경계 등)의 

역기능  구조  비정상 상태


기능제한

(fuctional limitation)
 - 기 인 육체 /정신  행동의 제약


장애

(disability)
 - 일상생활활동의 어려움

출처: Verbrugge & Jette(1994), Femia, et al.(2001)

  따라서 허약상태에 한 연구자들의 이론  개념과 각 연구자들이 제시한 장

애발생과정모델인 [그림 2-2], [그림 2-3], [그림 2-4]  [그림 2-5]를 참고로 하

여 볼 때, 크게 볼 때에는 건강한 상태와 장애상태를 제외한 [그림 2-6]의 B, C, 

D에 해당하는 계층이 궁극 으로는 장기요양상태인 장애노인으로 이어질 수 

있는 허약노인으로 말할 수 있겠다. 그 에서도 D에 해당하는 노인계층은 신

체  장애를 발생시킬 수 있는 증상태의 허약노인이라 할 수 있고주9), C에 

해당하는 노인계층은 경증상태의 허약노인으로 분류할 수 있겠다. 

  여기에서 일상생활동작 수행능력의 장애(E 부분)가 발생하기 이 의 상태(B, 

C, D 부분)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내용이 활동  수명(active life expectancy)의 

연장에도 요하기 때문에 최근의 노인보건의료부문에서는 어(care)의 심이 

특정질환에 한 치료에서 벗어나 기능상태의 평가, 장애 방, 신체  자립성 

주9) 신체  기능제한상태가 장애(disability)를 유발시키는 높은 험인자로 간주하고 있으며

(Fried et al., 1991; Guralnik et al., 1995; Harris et al., 1989), 서비스개입으로 가장 큰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상태로 보고 있다(Pope & Tarlov,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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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로 이 되고 있다(Buchner & Wagner, 1992). 

〔그림 2-6〕본 연구를 한 장애발생과정에서의 허약노인 범

A
건강한 상태

(healthy status)


B

병리상태

(pathology: disease, injury)


C

조직구조 손상

(organ impairments)


D

기능 제한

(functional limitations)


E

일상생활활동 장애

(disability: disabled ADL, IADL)

  3. 허약노인의 측정지표주10)

  술한 바와 같이 허약상태나 허약노인을 개념 으로 정의할 수 있고, 그러

한 허약상태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도 연구자마다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각국마다 노인의 상태나 문화  습 의 차이 등 사회환경  요소가 다르기 때

문에 합의된 지표는 개발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먼 , Femia 등(2001)의 연구에 의하면, 병리  기능손상상태를 측정하는 지

표내용으로 크게 활력상태와 감각기능의 손상상태를 제시하고 있는데, 자에

는 ① 수축기  확장기 압(systolic & diastolic), ② 맥박수,  ③ 악력이 

주10) 향후 이와 련한 연구가 지속되는 경우에 필요한 허약노인 측정지표설문지를 개발하여 

[부록 1], [부록 2]에 실었다. 이는 계 문가의 회의를 거쳐서 개발된 것으로 일차 으로 

신체  기능건강상태를 악하는데 맞추었고, 추가 으로 정신  기능상태(치매진단표)를 

악할 수 있는 지표를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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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 후자에는 ① 청력과 ② 시력수 이 있다. 그리고 기능제한상태를 측정하

는 지표에는 크게 상체기능과 하체기능의 제한을 나타내는 내용을 구성되어 있

는데, 자에는 ① 물컵(glass)을 들어올리기, ② 1kg 정도의 물건을 들어올리

기, ③ 오른손으로 왼쪽 귀를 잡아보기, ④ 큰 물컵(jug)에서 작은 물컵(glass)

으로 물을 담아 옮기기, ⑤ 오른손으로 작은 물컵(glass)에서 다른 물컵(glass)으

로 물을 담아 옮기기, ⑥ 이번에는 왼손으로 같은 행동을 하여 물을 담아 옮

기기 등이 있고, 후자에는 ① 정상속도로 걷기(normal gait and turn), ② 

Romberg's 검사, ③ 두발로 나란히 서있기(side by side), ④ 오른손으로 왼발 

끝을 잡아보기, ⑤ 왼손으로 오른발 끝을 잡아보기, ⑥ 의자에서 일어서기, ⑦ 

의자에 앉았다가 다시 일어서기 등이 있다. 이러한 측정방법은 특별한 도구를 

사용하지 않아도 수행할 수 있는 정도로 구성되어 있어 측정하는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단된다. 

  Fried 등(2001)의 연구에서는 허약노인을 선정하는데 참고로 하는 만성질병

(병리상태)으로 심 질환, 폐기종, 천식, 당뇨병, 염, 신장질환  악성신

생물(암)을 고려하고 있으며, 손상상태는 청력과 시력상태만을 선정하고 있다. 

그리고 기능제한측정항목에서도 간단하게 상체기능제한을 측정하기 해서는 

악력, 하체기능제한의 경우는 15피트거리를 걷는데 소요되는 시간(도보속도)을 

이용하고 있다. 

  Lawrence 등(1996)은 병리상태의 만성질환으로 당뇨병, 심 질환계통(뇌졸

, 동맥경화, 고 압, 류마치스발열, 류마치스 심질환, 상동맥 심질환, 심

증, 심근경색 등), 근‧골격계질환(골다공증, 고 골 , 염)을 고려하고 있

으며, 손상상태를 나타내는 지표로는 시각계통(백내장, 녹내장, 망막손상, 시력

상실)을 고려하고 있다. 그리고 기능제한측정항목의 경우 상체기능제한에서는 

① 손가락으로 물건을 잡거나 돌리는데 발생하는 어려움 정도, ② 머리 로 

손을 뻗는데 발생하는 어려움 정도, ③ 수평으로 손을 뻗는데 발생하는 어려움 

정도를 측정하고 있고, 하체 기능제한에서는 ① 1/4마일 거리 걷기, ② 10보 

걷기, ③ 2시간 이상 서 있을 수 있는 정도, ④ 몸을 돌리거나 구부리는데 발

생하는 어려움 정도, ⑤ 10 운드 물건을 들어올리거나 나르는데 발생하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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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움 정도 등을 측정하고 있다. 

  이외에도 Verbrugge 등(1994)과 Johnson 등(1993)의 연구결과에서도 허약노인

을 선정하는데 필요한 측정항목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Johnson 등(1993)의 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측정내용은 Lawrence 등(1996)의 연

구에 향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허약노인을 선정하는데 필요한 측정항목들은 각 연구자마다 차이

를 보여주고 있지만, 공통 으로 사용하는 지표 역은 매우 유사함을 찾아볼 

수 있겠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병리상태를 나타내는 만성질환으로는 심장질환( 심증 등), 뇌 질환

(고 압, 뇌졸  등), 근골격계질환( 염 등), 악성신생물(암), 안질환(백내장 

등), 당뇨병  정신질환(치매 등)이 포함되어 있다. 

  둘째, 손상을 나타내는 지표로는 공통 으로 시각과 청각상태를 제시하고 있

는데, 더 나아가 신체부 별 통증을 포함시키는 경우가 있다. 

  셋째, 기능제한을 나타내는 지표는 모든 연구자들이 을 두는 것으로 상

체기능과 하체기능제한을 제시할 수 있는 지표로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다. 

  먼 , 상체기능제한을 나타내는 지표로는 손의 힘(악력)이나 손을 사용하는 

정도를 기 으로 기능상태를 측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에는 손으로 물건을 

들어올리거나 맨손으로 손의 구축상태를 악하는 것이 심이다. 

  그리고 하체기능제한을 나타내는 지표로는 하체의 유연성이나 민첩성을 검사

는 방법이 있는데, 이에는 의자에서 일어나거나 서 있는 동작, 물건을 들어올릴 

때의 하체의 힘, 지구력, 보행속도 등이 심이다. 이와 같은 각종 연구자들의 

결과를 보면, 허약상태를 측정하는 지표내용으로 근력, 지구력, 균형감각, 보행

력, 신체  활동성 부문에 걸친 항목들을 사용하고 있다. 



62

〈표 2-2〉 허약상태의 측정지표

연구자 병리‧기능손상상태 측정내용

Femia,

et al.

(2001)

(1) 활력상태(vitality)

  ① 수축기  확장기 압(systolic & diastolic)

  ② 맥박수, ③ 악력(grip strength; 상체기능제한지표로 활용)

(2) 감각기능손상(sensory impairments)

  ① 청력, ② 시력

Fried, 

et al.

(2001)

(1) 병리

  ① 심 질환, ② 폐기종, ③ 천식, ④ 당뇨병, ⑤ 염

  ⑥ 신장질환, ⑦ 악성신생물(암)

(2)손상

  ① 청각, ② 시각

Lawrence, 

et al.

(1996)

(1)병리

  ① 당뇨병

  ② 심 질환수(뇌졸 , 동맥경화, 고 압, 류마치스발열, 류마치스 심질환, 

상동맥 심질환, 심증, 심근경색 등)

  ③ 근골격계질환수(골다공증, 고 골 , 염)

(2) 손상

  ① 시각손상수(백내장, 녹내장, 망막손상, 시력상실)

Verbrugge,

et al.

(1994) 

(1) 병리

  ① 염, ② 폐암, ③ 백내장, ④ 耳鳴症, ⑤ 알츠하이머질환

  ⑥ 척추질환, ⑦ 풍(뇌졸 )

  ⑧ 정신지체

(2) 손상

  ① 검진, ② 증상(symptoms)

Johnson,

et al.

(1993)

(1)병리

  ① 심 질환(동맥경화, 고 압, 뇌졸 )

  ② 상동맥 심질환(류마치스발열, 심증, 심근경색, 상동맥 심질환, 기타 

심질환)

  ③ 근골격계질환(골다공증, 고 골 )

동경도

노인종합연구소

(2003)

(1) 병리

  ①고 압, ②뇌졸 (뇌출 , 뇌경색, 기타), ③ 심증, ④심근경색 ⑤심부 , 

  ⑥부정맥, ⑦기타 순환기질환, ⑧당뇨병, ⑨고지 증 ⑩골다공증, ⑪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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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계속

연구자 기능제한상태 측정내용

Femia,

et al.

(2001)

(1)상체 기능제한(upper body limitation)

  ① 물컵(glass) 들어올리기

  ② 1kg 물건 들어올리기

  ③ 오른손으로 왼쪽 귀잡아보기

  ④ 큰 컵(jug)에서 작은 컵(glass)로 물 담아 옮기기

  ⑤ 작은 컵(glass)에서 다른 컵으로 물 담아 옮기기(오른손 사용)

  ⑥ 작은 컵(glass)에서 다른 컵으로 물 담아 옮기기(왼손 사용)

(2)하체 기능제한(lower body limitation)

  ① 정상속도로 걷기(normal gait and turn)

  ② Romberg's 검사

  ③ 나란히 서있기(side by side)

  ④ 오른손으로 왼발 끝 잡아보기

  ⑤ 왼손으로 오른발 끝 잡아보기

  ⑥ 의자에서 일어서기

  ⑦ 의자에 앉았다가 다시 일어서기

(3)인지능력(MMSE)

Fried,

et al.

(2001)

(1)상체 기능제한(upper body limitation)

  ① 악력

(2)하체 기능제한(lower body limitation)

  ① 15피트 걷기 소요시간 

Lawrence, 

et al.

(1996)

(1)상체 기능제한(upper body limitation)

  ① 손가락으로 물건을 잡거나 돌리는데 어려움 정도

  ② 머리 로 손을 뻗는데 어려움 정도

  ③ 수평으로 손을 뻗는데 어려움 정도

(2)하체 기능제한(lower body limitation)

  ① 1/4마일 걷기

  ② 10보 걷기

  ③ 2시간 이상 서 있을 수 있는 정도

  ④ 몸을 돌리거나 구부리는데 어려움 정도

  ⑤ 10 운드 물건을 들어올리거나 나르는데 어려움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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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계속

연구자 기능제한상태 측정내용

Verbrugge,

et al.

(1994) 

(1)기본  육체  행동제한(상‧하체 기능제한)

  ① 걷기(이동력측정)

  ② 물건 들어올리기(근력측정)

  ③ 타인의 화 들어보기(시청각, 화능력 측정)

(2)기본  정신  행동제한

  ① 단기기억

  ② 이해하기 어려운 말(횡설수설)

  ③ 일상  생활의 인지

  ④ 시간, 장소 인지

Johnson,

et al.

(1993)

(1)상체 기능제한(upper body limitation)

  ① 2시간 이상 앉아있기, ② 머리 로 손뻗기

  ③ 앞으로 손뻗기, ④ 손으로 물건쥐기

(2)하체 기능제한(lower body limitation)

  ① 1/4마일 걷기, ② 10보 걷기, ③ 서있기,

  ④ 앞으로 구부리기, ⑤ 25 운드 들어올리기

동경도

노인종합연구소

(2003)

(1)상체 기능제한(upper body limitation)

  ① 악력측정

(2)하체 기능제한(lower body limitation)

  ① 한 발로 서있기 측정

  ② 5m거리의 도보속도 측정

(3)체력검사(설문)(Motor Fitness Scale)

  ① 계단 오르내리기

  ② 계단 오를 때의 숨차는 여부

  ③ 제자리 뛰기

  ④ 달리기

  ⑤ 빨리 걷기로 타인 앞지르기

  ⑥ 30분 이상 계속해서 걷기

  ⑦ 물이 가득찬 양동이의 들어 나르기

  ⑧  10㎏ 들어올리기

  ⑨ 넘어진 자 거를 일으켜 세우기

  ⑩ 뚜껑 돌려 열기

  ⑪ 앞으로 구부리기

  ⑫ 바지, 양말 등을 선 채로 입거나 신기

  ⑬ 의자에서 일어서기

  ⑭ 발끝으로 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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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사례분석: 허약노인의 실태  기능상태 변화추이와 련요인주11)

가.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수원시 종 노화연구(Suwon Longitudinal Aging Study)로서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수원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재가노인  선출된 표본

을 상으로 조사된 이차자료를 이용하 다(이윤환 등, 2004). 

  SLAS는 2001년도에 실시된 ｢수원시 노인건강실태조사｣(이윤환 등, 2001)를 

기반으로 하여 연 1회 2년간 추 조사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었다. 2001년도 당

시 조사완료자 977명을 상으로 본 연구에서는 2002년(T2), 2003년(T3) 두 차례

에 걸쳐 추 조사를 실시하 다. 2001년도(T1)와 2002년도(T2) 1년간의 추 조사 

결과 조사 상자 977명  645명에 한 조사가 완료되어 66.0%의 응답률을 

보 다. 사망, 출, 장기출타, 입원 등을 제외한 실제 이 가능한 상자는 

795명이었으며 이들을 분모로 했을 때 81.1%의 응답률을 보 다. 2002년도와 

2003년도 T2와 T3 사이에는 2차년도에 조사되었던 645명과 2차년도에는 조사되

지 않았으나 이 가능할 것으로 상되는 상자 141명(2차년도에 거부, 장

기출타, 부재)을 포함한 786명에 한 재조사가 이루어졌다. 그 결과 응답률은 

68.3%이었다. 가능 상자만을 분모로 할 경우 응답률은 82.7%이었다. 

  SLAS 2, 3차년도 조사완료와 결측자료의 특성을 비교해 본 결과 조사완료자

와 사망을 제외한 탈락자간에는 연령, 주  건강평가, 만성질환수, 신체기능, 

우울증상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단 인지기능에서는 조사완료자에 

비해 사망외 탈락자의 기능이 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탈락으로 인한 

표성 손실의 편견 가능성은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단되었다. 사망자의 

경우에는 조사완료자나 사망외 탈락자에 비해 건강상태가 더 열악한 것으로 나

타났다. 

  신체기능평가에는 신뢰도, 타당도가 검증된 Physical Functioning (PF) 척도를 

사용하 다(이윤환 등, 2002). PF 척도는 크게 체 수와 2개의 역별 수로 

주11) 본 의 내용은 수원시지역 노인을 상으로 진행 인 조사내용의 일부를 재분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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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된다. PF( 체)는 체 10개 항목을 포함하며, 운동능력(기능제한) 문항 5

개, IADL과 ADL (장애) 문항 5개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 수(0=  할 수 

없다, 1=약간 어렵다, 2=매우 어렵다, 3=  할 수 없다)를 더한 총 을 문항

수로 나  후 다시 응답 최고 수인 3으로 나 어 백을 곱함으로써 총 이 100

이 되도록 계산되었다. 

  신체기능상태는 정상, 기능제한, 장애 역으로 구분하여 조사기간별 변화(유

지, 향상, 감퇴) 추이를 분석하 다. 기능제한과 장애의 발생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찾기 해 T1에 기능제한이나 장애가 없는 노인을 상으로 기능제한이

나 장애의 발생을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하 다. 기능제한과 장애 

역의 기능회복은 T1에 기능제한이나 장애를 지닌 노인을 상으로 기능회복을 

측해주는 모형을 사용하 다. 모든 통계분석에는 Stata 8.0(Statacorp, 2003)을 

사용하 다. 

  나. 허약노인의 실태

  Nagi(1991)가 정의한 ‘병리-손상-기능제한-장애’의 장애과정에서 기능제한

(functional limitation)은 장애의  단계로서 요한 방  의미를 지니고 있는

데, 다수의 노인의 경우 이미 한 가지 이상의 만성질환을 갖고 있기에 만성

질환으로 인한 장애의 발 을 최 한 방 는 지연하는 것이 노년기의 독립

인 활동과 삶의 질에 결정 인 향을 미치게 된다. 

  경기도 수원시의 실태조사결과를 토 로 장애발생과정단계마다 나타난 노인

의 비 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데, 먼  각 단계를 측정하는데 사용된 지표를 

설명하고자 한다. 

  만성질환으로 고려한 질병은 ① 암, ② 염, ③ 요통, ④ 골 , ⑤ 당뇨

병, ⑥ 고 압, ⑦ 뇌졸 , ⑧ 심장질환, ⑨ 만성호흡기질환  ⑩ 백내장으

로 총 10개이다. 그리고 손상상태로 고려된 증상은 ① 흉통, ② 밤에 숨이 참, 

③ 발‧발목 부종, ④ 기침‧가래, ⑤ 숨쉴 때 쌕쌕거리는 소리, ⑥ 손‧손목 , 

⑦ 어깨, 엉덩이 부 , 무릎, 발, 허리 등의 한 달 이상 통증 등의 총 11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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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에서 앞의 3가지의 증상은 심장질환, 그다음 2가지는 폐질환, 그리고 나머

지 6가지는 근‧골격계 질환을 의심하게 하는 증상이다. 

  기능제한의 지표가 되는 운동능력(mobility)과 련해서는 운동장 한바퀴

(400m) 정도 걷기, 계단을 쉬지 않고 10계단씩 오르기, 몸을 구부리거나 쭈그리

고 앉거나 무릎을 꿇기, 머리보다 높은 곳에 있는 것을 손을 뻗쳐서 닿게 하기, 

 1말(8kg) 정도의 물건을 들어올리거나 옮기기 등 상지와 하지 운동에 한 

5개 항목별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나 보조기 없이 혼자서 하는 것에 해 ‘  

어렵지 않다’, ‘약간 어렵다’, ‘매우 어렵다’, ‘  할 수 없다’로 응답하도록 

하 다.

  반 으로 상지보다 하지 운동에 더 제한이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10계단

씩 오르기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고한 경우가 54.0%로 가장 많았으며, 이

어서 운동장 한바퀴 걷기(48.6%), 물건 들기(43.6%), 몸 구부리기(37.8%), 머리 

로 손 뻗치기(23.9%)의 순서로 어려움을 보 다(표 2-3 참조). 혼자서는  

할 수 없다고 응답한 경우는 물건 들기가 14.7%로 가장 높았다. 

  성, 연령별 운동능력의 분포를 보면 반 으로 여성과 고령일수록 운동능력

의 항목별 어려움을 더 많이 호소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p<0.001). 운동능력 

항목별로는 여성과 80세 이상 고령층에서 모두 10계단씩 쉬지 않고 오르기에 

가장 많은 제한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할 수 없다’고 응답한 분

율이 가장 높은 항목은 물건 들기로 여성의 19.4%, 75세 이상의 20.2%를 차지

했다. 

  10계단씩 오르기의 경우 남성의 39.1%가 지장이 있다고 보고한데 비해 여성

의 경우 63.7%로 여성의 기능제한이 더 많은 것을 보여주었다. 75세 이상의 경

우 계단 오르기에 제한을 받는 노인은 69.8%로 65～69세 군의 40.1%에 비해 

높았다. 

  물건 들기를  할 수 없다고 응답한 경우는 남성 7.6%, 여성 19.4%로 여

성이 남성에 비해 2.6배 더 높았다. 65～69세 연령군에서는 8.7%, 75세 이상에

서는 20.2%가 이 동작의 수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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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성‧연령별 신체기능 제한 정도: T1(%)

항목 체
성별 연령군(세)

남자 여자 65～69세 70～74세 75세 이상

운동장 한바퀴 걷기

 어렵지 않다 51.4 62.2 44.4*** 64.3 55.9 34.4***

약가 어렵다 25.4 20.3 28.7 18.6 24.1 33.2

매우 어렵다 14.7 10.2 17.7 9.6 13.6 20.9

 할 수 없다 8.5 7.3 9.3 7.5 6.5 11.5

10계단씩 오르기

 어렵지 않다 46.0 60.9 36.3*** 59.9 48.2 30.2***

약가 어렵다 25.0 19.8 28.3 19.6 25.9 29.3

매우 어렵다 21.9 13.0 27.7 14.9 20.4 30.2

 할 수 없다 7.2 6.3 7.8 5.6 5.6 10.3

몸 구부리기

 어렵지 않다 62.2 70.8 56.7*** 68.0 66.7 52.3***

약가 어렵다 17.7 14.3 19.9 16.2 14.2 22.7

매우 어렵다 11.7 8.9 13.5 8.7 10.5 15.7

 할 수 없다 8.4 6.0 10.0 7.1 8.6 9.4

머리 로 손 뻗치기

 어렵지 않다 76.1 84.9 70.3*** 81.4 81.2 65.9***

약가 어렵다 13.0 7.6 16.5 13.3 8.6 16.9

매우 어렵다 6.1 4.2 7.4 3.4 5.9 9.1

 할 수 없다 4.8 3.4 5.7 1.9 4.3 8.2

물건 들기

 어렵지 않다 56.4 72.9 45.7*** 69.3 54.9 45.3***

약가 어렵다 13.8 9.4 16.7 10.6 14.5 16.3

매우 어렵다 15.1 10.2 18.2 11.5 15.4 18.1

 할 수 없다 14.7 7.6 19.4 8.7 15.1 20.2

주: ***p<0.001 (χ2 검정).

  장애의 지표로는 수단  일상생활 수행능력(IADL: instrumental activities of 

daily living)에 해당하는 일상생활용품이나 약 사러가기와 버스나 지하철 등 

교통 이용하기 2개 항목과, 일상생활수행능력(ADL: activities of daily living)에 

해당하는 목욕하기 는 샤워하기, 옷 갈아입기, 의자에서 일어났다가 앉기 

는 자리에서 일어났다가 눕기 등 3개 항목을 고려하 다. 

  이상과 같은 지표를 활용하여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노인의 허약성 정도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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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하면 다음과 같다. 즉, 10  주요만성질환만을 가지고 있지만 기능손상이나 

기능제한 는 일상생활활동 장애도 없는 노인은 체 조사 상의 6%로 나타

나고 있고, 조직구조의 기능손상상태에 있는 노인은 21.9%, 그리고 기능 제한

상태에 있는 노인은 33.9%로 조사되어 있다. 

  결국, 신체  기능제한 상태가 허약성을 나타내는 일차 인 기 으로 볼 때, 

허약노인은 조사 상노인의 약 34% 정도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2-4〉 장애발생과정단계별 허약노인의 비

단계별 비 (%)

(장애단계별)

  건강한 상태 3.9

  만성질환(병리상태)만 이환상태 6.0

  조직구조 손상상태 21.9

  기능 제한상태 33.9

(참고)

  만성질환이나 기능손상을 지닌 경우 27.9

  만성질환이나 기능제한을 지닌 경우 39.9

  만성질환, 기능손상 는 기능제한을 지닌 경우 61.8

  기능손상이나 기능제한을 지닌 경우 55.8

  일상생활활동 장애 (만성질환, 손상  기능제한 불문) 34.3

주: 총 조사 상노인수는 977명임. 

다. 신체  기능상태의 변화추이

  3개년도 자료가 있는 486명을 상으로 신체기능상태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 

장애과정의 다양한 변화를 보 다(그림 2-7 참조). T1 시 에서 정상기능을 가

진 노인의 상당수는 정상기능을 그 로 유지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장애노인

의 다수는 동일하게 장애상태가 지속되는 양상을 보 다. 이에 비해 기능제

한이 있는 노인의 경우 기능상태의 변화(향상 는 감퇴)가 가장 큰 것으로 드

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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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7〕 장애과정의 진행경과(n=486)

Year 1 Year 2 Year 3

정상(n=156)

기능제한
(n=177)

장애(n=153)

정상(n=171)

기능제한
(n=155)

장애(n=160)

정상(n=122)

기능제한
(n=111)

장애(n=253)

103

40

13

48

71

58

20

44

89

96

38

37

26

56

73

0

17

143

  1년 사이에 일어난 장애의 진행추이를 분석한 결과 T1에 정상기능을 보인 노

인의 65.5%가 T2에도 정상기능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2-5 참조). T1에 

기능제한과 장애상태를 가진 자들  1년이 경과한 후에도  상태를 유지한 

경우는 각각 39.4%, 61.2%인 것으로 나타나 기능제한을 지닌 노인의 기능 변화

가 가장 많았음을 보여주었다. 

  장애과정의 진행은 시간경과에 따라 차 기능상태가 하되는 경향을 보

다. T2-T3에 ‘정상→정상’을 유지한 경우는 56.1%로 T1-T2의 65.5%에 비해 정상

군의 백분율이 감소하 다. T1-T2에 ‘정상→장애’로 진행된 백분율이 9.0%인데 

비해 T2-T3에는 21.6%이었다. 

  한편 장애과정이 역방향으로 진행된 경우도 보여 기능향상이 가능함을 시사

해주었다주12). T1-T2에 ‘기능제한→정상’의 백분율은 29.0%, ‘장애→기능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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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 ‘장애→정상’ 14.0%로 장애의 역 상을 보 다. 그러나 시간경과에 

따라 기능상태의 개선은 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 다. ‘장애→정상’의 경우 

T1-T2에는 14.0%이었나 T2-T3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 인 장애과정에 따른 신체기능수 의 변화를 보면 T1-T2에 진행 22.0%, 

유지 54.7%, 역  23.3%이었으며, T2-T3에는 진행 30.4%, 유지 60.7%, 역  8.8%

이었다. 

〈표 2-5〉 1년간 장애과정의 변화추이
(단 : %)

기능변화 T1-T2 (n=645) T2-T3 (n=486)

정상(n) 200 171

→정상 65.5 (20.3) 56.1 (19.8)

→기능제한 25.5 ( 7.9) 22.2 ( 7.8)

→장애  9.0 ( 2.8) 21.6 ( 7.6)

기능제한(n) 231 155

→정상 29.0 (10.4) 16.8 ( 5.3)

→기능제한 39.4 (14.1) 36.1 (11.5)

→장애 31.6 (11.3) 47.1 (15.0)

장애(n) 214 160

→정상 14.0 ( 4.7)  0.0 ( 0.0)

→기능제한 24.8 ( 8.2) 10.6 ( 3.5)

→장애 61.2 (20.3) 89.4 (29.4)

주: ( ): 체 열 %.

   정상: 운동능력 제한 없음, IADL/ADL 장애 없음.

   기능제한: 운동능력 항목 1개 이상에 어려움/수행불가, IADL/ADL 장애 없음.

   장애: IADL/ADL 항목 1개 이상에 어려움/수행불가.

주12) 이에 한 의미는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다. 즉, 추 조사가 이루어질 당시에 이 에 연

구 에 의해서 장애노인에게 서비스(intervention)를 제공하 거나, 는 장애노인이 자발 으

로 의료기 이나 사회복지기 으로부터 합한 보건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음으로써 기능이 

부분 으로 회복되어 장애→기능제한, 는 정상으로 환될 가능성이 있다. 한, 기능회복

과는 반 로 장애노인에게 만성질환의 발생 는 악화로 기능제한이 부수 으로 발생되는 

경우로 이는 기능의 회복이라기보다는 2차 인 기능의 악화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자료에서는 자발 이든, 연구의 목 하에서든 간에 으로 서비스의 제공이 이루어지

지 않은 순수한 상태에서의 기능변화를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을 밝히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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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6>은 T1을 기 으로 T2, T3까지 2년간의 장애과정 변화추이를 분석한 

것이다. 과거의 기능수 과 장애의 진행정도가 재의 기능수 에 향을 주는 

것으로 드러났다. T1과 T2에 기능제한이나 장애가 없는 상자  다수

(62.1%)는 T3에도 정상기능을 유지하 다. 기능제한의 발생률은 21.4%, 장애 발

생률은 16.5%이었다. 

  한편 기능수 의 하 양상도 찰되었는데, T1에는 정상이었으나 T2에 기능

제한을 보인 경우의 67.5%에서 T3에 기능제한이나 장애로 진행된 것으로 나타

났다. 정상기능(T1)에서 장애(T2)로 기능수 의 한 하를 보인 노인의 

84.6%가 T3에도 장애를 지니고 있었다. 이  정상기능으로 회복된 경우는 무

했다.  

〈표 2-6〉 장애과정의 변화추이(T1-T3)

T2→T3 기능변화
T1

정상 기능제한 장애

정상(n) 103 48 20

→정상 62.1 50.0 40.0

→기능제한 21.4 20.8 30.0

→장애 16.5 29.2 30.0

기능제한(n) 40 71 44

→정상 32.5 14.1 6.8

→기능제한 25.0 43.7 34.1

→장애 42.5 42.2 59.1

장애(n) 13 58 89

→정상 0.0 0.0 0.0

→기능제한 15.4 12.1 9.0

→장애 84.6 87.9 91.0

주: 정상: 운동능력 제한 없음, IADL/ADL 장애 없음.

    기능제한: 운동능력 항목 1개 이상에 어려움/수행불가, IADL/ADL 장애 없음.

    장애: IADL/ADL 항목 1개 이상에 어려움/수행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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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기능제한과 장애의 측요인

  1) 기능제한 발생률  회복률의 련요인

  앞서 본 것과 같이 노인의 신체기능은 반 으로 감퇴하지만 상당수에서는 

향상되기도 한다. 따라서 기능제한의 발생과 회복에 련된 요인을 보는 것은 

장애 방과 신체기능증진 차원에서 매우 요한 의의를 갖는다 하겠다. 

  기능제한의 발생을 측해주는 요인을 보기 해서는 T1 시기에 운동능력 5

개 항목에  지장이 없었던 노인을 상으로 하 고, 기능회복은 T1 시기에 

지장을 호소한 경우를 상으로 분석하 다. 따라서 기능제한 발생률은 운동능

력에  지장이 없던 상자가 지장이 생기는 경우이고, 회복률은 지장을 지

닌 노인이 지장이 없게 되는 경우를 나타낸다. 

  분석결과 기능제한의 발생은 고령, 우울증상, 염, 사회  빈도가 낮

은 경우에 유의한 련성을 보 다(표 2-7 참조). 75세 이상인 경우 65～74세 

군에 비해 1년과 2년 후 기능제한 발생의 험이 각각 2.7배, 2.8배 더 높았다. 

염을 가진 노인의 경우 그 지 않은 경우보다 2년 후 기능제한 발생률이 

3.5배 높았다. 

〈표 2-7〉 기능제한 발생1(T2, T3)의 주요 측요인(T1): 다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

T1 변수
T2 T3

OR 95% CI OR 95% CI

연령군 65～74세 1.00 1.00

75세 이상 2.69 1.17～6.18* 2.75 1.04～7.24*

우울증상 없음 1.00

있음  14.90 1.89～117.74*

염 없음 1.00

있음 3.54 1.37～9.10**

사회  2) 가끔 1.00

자주 0.32 0.13～0.75**

주: 1) T1에 기능제한 항목에 지장이 없는 경우를 상으로 함. 기타 보정변수: 성, 결혼상태, 

교육, 장기종사직종, 우울증상(T2), 인지기능, 염(T2), 요통(T2), 당뇨병(T2), 심장질환

(T2), 백내장, 흡연, 음주(T2), 규칙  운동, 입원, 건강검진.

    2) 친구, 이웃, 친척 만나기: 자주(매일~매주), 가끔(매주 미만~만나지 않음).

      *p<0.05  **p<0.01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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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기능제한 역에 있어 기능회복을 보인 경우 고령, 비  건강인식, 우

울증상, 인지장애, 염, 과거흡연자가 그 지 않은 군에 비해 오즈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 이들 요인이 기능회복을 해하는 요인인 것으로 밝 졌다(표 

2-8 참조). 그러나 당 음주군에서는 비음주군에 비해 2.7배(1년 후), 5.0배(2년 

후) 기능회복률이 높았다.  규칙 인 운동을 하는 노인의 경우 하지 않는 노

인에 비해 기능회복률이 4.9배(1년 후), 2.9배(2년 후) 높았다. 

〈표 2-8〉 기능제한 련 기능회복1(T2, T3)의 주요 측요인(T1): 다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

T1 변수
T2 T3

OR 95% CI OR 95% CI

연령군 65～74세 1.00 1.00

75세 이상 0.53 0.29～0.94* 0.34 0.14～0.83*

주  건강인식 좋다 1.00 1.00

나쁘다 0.45 0.25～0.83** 0.21 0.09～0.47***

우울증상 없음 1.00

있음 0.41 0.23～0.75**

인지기능장애 없음 1.00

있음 0.24 0.08～0.73*

염 없음 1.00

있음 0.49 0.26～0.93*

흡연 비흡연 1.00 1.00

과거흡연 0.36 0.14～0.91* 0.27 0.08～0.99*

흡연 0.44 0.19～1.03 0.27 0.07～1.05

음주2) 비음주 1.00 1.00

당음주 2.72 1.25～5.88* 5.01 1.57～16.04**

과음주 2.33 0.81～6.64 2.32 0.46～11.73

규칙  운동 아니오 1.00 1.00

4.87 2.70～8.79*** 2.92 1.32～6.46**

주: 1) T1에 기능제한 역의 어려움 는 수행불가를 보인 경우를 상으로 함. 기타 보정변

수: 성, 결혼상태, 교육, 장기종사직종, 우울증상(T3), 인지기능장애(T2), 염(T3), 요통

(T2), 당뇨병(T2), 심장질환(T2), 백내장, 사회  (T2), 입원, 건강검진.

    2) 과음주: >7잔/주(여성), >14잔/주(남성).

      *p<0.05  **p<0.01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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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장애 발생률  회복률의 련요인

  신체장애 발생률을 측해주는 요인을 보기 해서는 T1 시기에 IADL과 

ADL로 구성된 장애 5개 항목에  지장이 없었던 노인을 상으로 하 고, 

기능회복률은 T1 시기에 지장을 호소한 사람을 상으로 분석하 다. 

  신체장애 발생률은 고령, 낮은 교육수 , 부정  건강인식, 인지장애, 낮은 사

회  빈도 등과 유의한 련성이 있었다(표 2-9 참조). 그러나 규칙 인 운

동을 하는 경우 오즈비가 0.55로 상 으로 낮은 발생률을 보 다. 지난 1년간 

입원한 경험이 있는 경우와 재 기능제한이 있는 노인의 경우 상 으로 1년 

후 장애가 일어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9〉 장애발생1(T2, T3)의 주요 측요인(T1): 다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

T1 변수
T2 T3

OR 95% CI OR 95% CI

연령군 65～74세 1.00 1.00

75세 이상 2.26 1.24-4.12** 2.34 1.31-4.15**

교육 자모름/해독 1.00

≥ 등학교 0.53 0.28-0.99*

주  건강인식 좋다 1.00 1.00

나쁘다 2.67 1.45-4.94** 1.83 1.08-3.12*

인지기능장애 없음 1.00

있음 2.87 1.53-5.35***

사회  2) 가끔 1.00

자주 0.51 0.27-0.98*

규칙  운동 아니오 1.00

0.55 0.33-0.93*

입원경험 없음 1.00

있음 2.43 1.11-5.34*

기능제한 없음 1.00

있음 2.23 1.12-4.45*

주: 1) T1에 장애 항목에 지장이 없는 경우를 상으로 함. 기타 보정변수: 성, 결혼상태, 교육

(T2), 장기종사직종, 우울증상(T2), 인지기능장애(T3), 염, 요통, 당뇨병, 뇌졸 , 백내장, 

사회  (T3), 흡연(T3), 음주, 규칙  운동(T2), 입원경험(T3), 건강검진, 기능제한(T3).

    2) 친구, 이웃, 친척 만나기: 자주(매일~매주), 가끔(매주 미만~만나지 않음).

      *p<0.05  **p<0.01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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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ADL과 ADL의 일상생활수행과 련된 장애로부터 회복은 교육정도, 주  

건강인식, 우울증상, 인지기능, 백내장, 사회  , 규칙  운동, 건강검진 등 

여러 변수와 유의한 련성을 보 다(표 2-10 참조). 부정  건강인식, 우울증

상, 백내장 등을 보고한 경우 그 지 않은 상자에 비해 1년 후 기능회복을 

보일 확률이 낮았다. 그러나 규칙  운동을 하는 경우 운동을 하지 않는 군에 

비해 기능회복이 있을 확률이 5.3배나 높았다. 

〈표 2-10〉 장애로부터 기능회복1(T2, T3)의 주요 측요인(T1): 다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

T1 변수
T2 T3

OR 95% CI OR 95% CI

교육 자모름/해독 1.00

≥ 등학교 4.06 1.21～13.55*

주  건강인식 좋다 1.00 1.00

나쁘다 0.37 0.15～0.93* 0.15 0.04～0.54**

우울증상 없음 1.00

있음 0.34 0.15～0.75**

인지기능장애 없음 1.00

있음 0.20 0.05～0.83*

백내장 없음 1.00

있음 0.41 0.18～0.96*

사회  2 가끔 1.00

자주 4.51 1.05～19.38
*

규칙  운동 아니오 1.00

5.27 2.23～12.41***

건강검진 아니오 1.00

3.73 1.22～11.46*

주: 1) T1에 장애 역의 어려움 는 수행불가를 보인 경우를 상으로 함. 기타 보정변수: 

연령, 성, 결혼상태, 교육(T2), 장기종사 직종, 우울증상(T3), 인지기능장애(T2), 염, 

요통, 당뇨병, 뇌졸 , 백내장(T3), 사회  (T2), 흡연(T3), 음주(T3), 운동(T3), 입원경

험, 건강검진(T2), 기능제한.

    2) 친구, 이웃, 친척 만나기: 자주(매일~매주), 가끔(매주 미만~만나지 않음).

      *p<0.05  **p<0.01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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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년 후 장애 련기능의 회복률은 등학교 이상 교육받은 군이 정규교육을 

받지 않은 군에 비해 4.1배 높았다. 이밖에 인지기능장애는 기능회복을 해하

는 요인이었다. 한편 최소한 매주 친구, 이웃, 친척과 마나는 경우 그 지 않은 

경우에 비해 기능회복을 가져올 확률이 4.5배 높았으며, 지난 1년 동안 건강검

진을 받은 경우에도 그 지 않은 경우보다 기능향상률이 3.7배 높았다. 

마. 고찰

  본 연구에서는 장애과정의 진행경로와 기능제한  장애에 향을 미치는 요

인에 해 분석하 다. 즉, 장애과정인 ‘정상-기능제한-장애’의 경로에 한 분

석과 함께 기능제한  장애의 발생과 회복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악하 다. 

  1) 장애과정

  본 연구에서는 1, 2, 3차년도 사이의 장애의 진행과정을 ‘정상-기능제한-장애’

로 나 어 변화수치를 본 결과 장애과정 진행경로에 있어 다양성을 보여주었

다. 이러한 장애과정은 기능수 이 악화 는 향상되는 정방향  역방향의 진

행과정을 보 다. 1년 사이에 정상에서 기능제한으로 진행되는 경우는 26%, 기

능제한에서 장애로 진행되는 경우는 32%이었다. 한편 장애에서 기능제한으로

는 25%, 기능제한에서 정상으로 진행되는 경우는 29%이었다. 

  이러한 장애과정의 변화의 다양성은 장애과정의 가역성(reversibility)과 이차장

애(secondary disability)의 두 가지 의미로 나 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장애

과정이 ‘정상→기능제한→장애’로 기능수 이 감퇴하는 방향 외에도 장애에서 

기능제한 는 기능제한에서 정상(장애→기능제한→정상)으로 역행한다는 결

과는 장애과정의 가역성을 시사해 다. 기능제한은 장애과정에 있어 손상과 장

애를 잇는 간단계이므로, 장애의 발생을 억제하기 한 조기개입의 표 이 

될 수 있다는 을 시사해 다(Lawrence & Jette, 1996). 

  둘째, 다른 에서 볼 때 ‘장애→기능제한’, ‘기능제한-정상’의 장애과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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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진성은 이차 인 기능제한이나 새로운 장애의 발생을 반 하는 상으로 이

해할 수도 있다(Verbrugge & Jette, 1994). 를 들면, 자에 있어 염이 심

한 환자가 통증으로 인해 외출을 하지 않음에 따라(장애) 심폐기능과 근력이 

약화(기능제한)될 수 있다.  장기요양환자가 오랜 병상생활로 인해 욕창이 발

생함에 따라  새로운 ‘병리(욕창)→손상→기능제한→장애’의 과정을 밟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2) 기능제한과 장애의 련요인

  기능상태의 이상이 없는 상자의 기능제한  장애 발생의 련요인과 기능

제한이나 장애가 있었던 상자의 기능회복과 련 있는 요인들에 한 분석은 

노인의 장애 방과 건강증진 로그램 개발에 요한 기 자료가 된다.

  연구결과 기능제한 발생과 련 있는 요인은 75세 이상 연령군, 우울증상, 

염, 낮은 사회  빈도이었으며, 기능회복의 련요인은 65～74세 연령군, 

낙  자기건강인식, 우울증상이 은 경우, 염이 없는 경우, 비흡연자(과

거흡연과 비교), 당음주군(비음주군과 비교), 규칙  운동 등이었다. 

  장애 발생은 고령, 학력, 비  건강인식, 인지장애, 낮은 사회  빈

도, 규칙  운동을 하지 않는 경우, 입원경험, 기능제한을 지닌 경우에 발생률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기능회복에 있어서는 높은 교육수 , 낙  건

강인식, 우울증상이 은 경우, 백내장이 없는 경우, 사회  이 잦은 경우, 

규칙  운동을 하는 경우, 그리고 지난 1년간 건강검진을 받은 경우와 유의한 

련을 보 다. 

  3) 정책  함의

  노인의 신체기능상태는 1년, 2년의 비교  단기간에도 변화를 보이며, 기능제한

과 장애상태에 있어 감퇴와 향상, 그리고 발생과 회복 등 다양한 변화양상을 띤

다. 이는 장애과정의 가역성은 물론 기능제한  장애의 발생을 방하거나 지연

시키기 한 책의 타당성을 시사해 다는 에서 정책  함의를 찾을 수 있다.

  특히 신체기능의 측요인  우울증상, 인지기능, 만성질환 등의 건강 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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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와 규칙  운동 등의 건강행  변수는 개입이 가능하다는 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노인의 신체기능은 독립  생활 와 삶의 질을 유지하는데 있어 

주요요인인 것을 고려할 때 신체기능상태의 선행요인이 되는 만성질환에 한 

방과 리가 매우 요함을 알 수 있다.  신체기능의 회복에 연, 규칙  

운동, 당음주, 건강검진 등 건강생활습 이 향을 미치는 것을 볼 때 허약노

인을 한 건강증진사업이 활성화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제 2  허약노인의 일반  특성

  1. 만성질환과 신체  허약‧장애(physical frailty and disability)와의 계

  술한 바와 같이 신체  장애는 근본 으로 부분이 만성질환(병리상태)으로

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만성질환, 손상(impairment), 기능제한

(functional limitation), 장애(disability)간의 계가 반드시 명확하지는 않은데, 이는 

질병의 증도, 질병의 증상 발  횟수  기타 비의학  요인 등의 향이 혼란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Rozzini et al., 1997).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까지 노

인에게서 장애의 주요 원인이 만성질환이라는 것에는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단

되기 때문에 신체  장애와 련성이 깊은 주요 만성질환에 하여 정리하 다.

  상동맥성 심질환(coronary heart disease; CHD)은 주요 死因에 해당하지만, 

장애를 유발하는 주 질환은 아니라는 것이 기존 연구의 기조이다. Rozzini 등

(1997)의 연구에서는 심질환 이환 여부가 일상생활수행능력과는 련이 없었으

나, 기본  일상생활동작(BADL)  수단  일상생활동작(IADL)의 장애가 없는 

노인만을 상으로 신체기능 상태를 측정하 을 경우에는 심질환 이환여부가 

신체기능 하와 련이 있었다. 그런데, 상동맥질환(coronary artery disease)은 

충 성 심부 (congestive heart failure)과 같은 합병증뿐만 아니라 심증(angina)

이나 심근경색(myocardial infarction)을 통해서 장애를 유발시키는 주 질환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심증의 발생이나 심근경색의 경험이 있는 노인은 장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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걷기, 집안 일하기, 식료품 사기 등과 같은 동작의 어려움이 있고, 충 성 심부

은 계단오르기, 집안 일하기, 물건나르기 등과 같은 동작의 어려움과 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Guccione et al., 1994). 한 이러한 신체기능의 하는 

성,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어서, 55～88세 상자에서는 남녀 모두 심증이 

장애와 련이 있었으나, 충 성 심부 은 55～69세 여성에게서만 장애의 측

변수이었고, 심증, 충 성 심부 을 제외한 상동맥성질환은 동 연령의 남성

에게서만 장애의 측변수이었다는 결과도 보고되었다(Pinsky et al., 1990). 한

편, 고 압의 경우 3년간의 추 조사를 바탕으로 기본  일상생활수행능력의 

하에 향을 다는 연구결과(Cho et al., 1998)가 보고되었다.

  암질환과 신체기능 하와의 계에 해서는 상반된 결과를 보여주는 연구

들이 발표되어 암질환이 주요 사인에 해당하지만, 신체  기능과 한 계

가 있다는 것에는 논의의 여지가 있다. 암환자에게서 기능  상태는 암의 유형

과는 련이 없으며 환자의 연령과 암의 진행단계와 더 한 계가 있다는 

연구주13)(Grant et al., 1995)와, 노인에게서 암질환이 기능제한을 증가시킨다는 

연구(da Silva et al., 1993; Given et al., 1994)가 발표되었다. 한 몇 몇 연구에

서는 신체 기능 하락과 련이 있으나 유의한 수 은 아니거나, 암질환 외에 

다른 만성질환과 비교하여 그 정도가 높지 않다는 것이다. Satariano 등(1990)의 

연구에서는 유방암진단 환자에 한 조사연구에서는 이들 환자에게서 약간의 

신체  기능 하락이 발견되어 상체의 기능제한을 보이기도 하 으며, Stafford와 

Cyr(1997)의 연구에서는 암질환에 이환된 노인의 일상생활수행능력(ADL)이 암

질환에 이환되지 않은 노인에 비하여 다소 낮았음을 보고하 으나, 암질환외에 

다른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에 비해서는 높았다. 그런데, 암의 종류에 따라 

신체기능 수 에 있어 차이를 보 는데, 폐, 유방, 직장암의 경우 다른 암에 비

하여 일상생활 제한을 더 래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암

질환과 노인의 신체기능간의 계에 한 추후의 연구가 필요함을 시사하는 것

이라 할 수 있다.

주13) 다시 말하면 암이 진행됨에 따라서 차 으로 기능상태가 하락하는 경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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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졸 (stroke)은 주요 사인에 해당하면서 장애를 유발하는 주요 질환이다. 연

령, 성별 등 련 요인을 통제한 후 계단 오르기, 1마일 걷기, 힘든 집안일하기, 

청소, 요리, 식료품 사기, 짐 옮기기에 한 장애 정도를 측정한 연구(Guccione 

et al., 1994)에서, 뇌졸 을 앓고 있는 노인이 이러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호소

하는 비차비가 다른 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과 비교하여 가장 높은 항목이 5개

로 가장 많았다. 그런데, 일상생활 수행능력에 미치는 정도는 뇌졸 의 증도, 

발생부 , 유형 이외에 질병 회복력 등에 따라 달라진다. Wade & Hewer(1987)

의 연구에 의하면 뇌졸 환자 에서 발병 후 6개월이 지나도 일상생활동작

(ADL)상 장애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이 질환은 병원내 입원재활

로그램을 받고 퇴원하여 지속 인 재활서비스를 받거나 지역사회내 폭넓은 

사회  지지망(network)을 가진 환자인 경우에는 신체  기능의 개선이 향상되

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Colantonio et al., 1993). 

  염(arthritis)은 노인계층에서 유병률이 가장 높은 질환이면서 일상생활동

작의 장애를 일으키는 주요 질환에 해당한다(Verbrugge et al., 1989). 특히 

염에 의한 통(joint pains)으로 인하여 이동(mobility)과 련된 동작주14)이 가

장 많은 장애를 받으며, 염이 다른 질병과 복합 으로 나타날 때 장애정도

가 심해진다는 것이다. 골 염(osteoarthritis)은 염  가장 흔한 것으로 

신체기능 하를 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Weinberger, 1990). 이러한 신체 

기능 하는 사회경제  요인에 의하여 향을 받는데, 교육수 이 높을수록, 

사회  지원이 많을수록, 통증 수 이 낮을수록, 골 염이 경증일수록 신체 

기능 상태가 좋은 것으로 보고되었다(Thumboo et al., 2002; Kee, 2003).

  당뇨병은 당(glucose) 사 조  기능의 실패가 특징인 비교  흔한 사성 

질환으로서 이로 인해 심 계, 신경계 등 여러 장기에 복합 인 향을 래

할 수 있다(김남순 외, 2003). 이에 따라 당뇨병을 앓고 있는 노인은 그 후유증

뿐만 아니라 복합 으로 앓게 되는 질환에 의하여 기능 하를 경험한다

(Caruso et al., 2003). 미국 건강면 조사 분석 결과에 의하면, 당뇨병에 이환된 

주14) 염 에서도 무릎  골 염(knee osteoarthritis)은 하체기능의 제한(lower extremity 

limitation)과 깊은 련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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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 평균 활동제한일수는 당뇨병에 이환되지 않은 노인의 2배가 넘었으며, 

65세 이상 당뇨병 환자의 60%가 활동제한을 경험하는데 반하여, 비당뇨병 환

자의 경우 이러한 비율이 35.5%이었다(Adams & Benson, 1993). 미국내 멕시코 

교포 노인을 상으로 추 조사를 실시한 연구(Wu et al., 2003)에 따르면, 당뇨

병에 이환된 60세 이상 노인의 일상생활수행능력(ADL) 하가 당뇨병 非이환 

노인에 비하여 유의하게 높았으며, 당뇨병 이환 기간이 길수록 이러한 기능 

하가 더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은 기능 하는 고연령, 낮은 교육수  

노인에게서 심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Caruso et al., 2003).

  시‧청각 손상(visual and hearing impairments)도 일상생활동작의 지원을 필요

하게 하는 주요인에 해당하는데, 그 에서도 신체 으로는 기능  제한이 없

거나 아주 경미한 기능제한을 보이는 허약노인일지라도 시각손상이 1～2년간 

지속되는 경우에는 신체  장애가 나타난다는 것이다(LaForge et al., 1992). 특

히, 이동과 련한 신체  기능을 유지하는데 시력정도가 요한 결정요소가 

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West 등(2002)의 연구에 의하면, 시각 손상이 있는 노

인이 그 지 않은 노인에 비하여 1분내에 10피트 거리 왕복 걷기, 1분내에 팔

걸이가 있는 의자에서 일어났다 앉았다 하는 동작을 4회 이상 반복하기, 발끝

과 발가락을 일렬로 붙여서 10  이상 서있기를 실패할 확률이 유의하게 높았

다. 청각 손상의 경우 경증 청각 손상보다는 증 이상의 청각 손상이 있는 노

인이 그 지 않은 노인에 비하여 일상생활동작(ADL), 수단  일상생활동작

(IADL)의 장애가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Dalton et al., 2002).

  그런데, 여러 개의 만성질환을 복합 으로 지니고 있는 경우주15)에는 신체  

장애가 나타날 확률이 증가하고, 실제 으로도 보유 만성질환의 수가 늘어날수

록 일상생활동작(ADL), 수단  일상생활동작(IADL)이나 이동(mobility)의 장애

험도가 늘어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Verbrugge et al., 1989; Guralnik, et al., 

1989; Mor, et al., 1989; Fried et al., 1999). 를 들면, 염(arthritis)과 다른 만

성질환이 복합 으로 존재하는 경우는 염만 있는 경우에 비하여 이동이나 

주15) 이를 통상 으로 복합유병률(comorbidity)라고 부른다. 복합유병률 정의에 한 합의가 도

출되지 않아서 학자마다 다소 상이하게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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移昇(transferring) 장애의 험도가 훨씬 높아진다는 것이다(Verbrugge et al., 

1991). 한, 무릎골 염 노인이 심장질환, 폐질환, 비만 등과 같은 질환을 복

합 으로 지니고 있는 경우에는 무릎골 염만 있는 경우에 비하여 이동동작

에 훨씬 높은 장애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Ettinger et al., 1994). 90세 이상 노

인에게서도 유사한 연구 결과가 보고되었는데, 앓고 있는 질환이 하나도 없을 

때 일상생활수행능력(ADL)에 장애를 보인 노인은 6.4%에 불과하 으나, 2개 

이상일 경우 30.3%로 크게 증가하 다. 남성 노인의 경우 여성 노인에 비하여 

이러한 비율이 차이가 더 심하 다(Strauss et al., 2000).

  이와 같이 만성질환은 노인에게 있어 장애를 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만성질환의 종류에 따라서 그 정도는 다르게 보고되었다. 한 단일 질환에 이

환된 노인보다는 여러 가지 질환에 동시에 이환된 경우 그 가능성은 더 높아지

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정신질환과 신체  허약‧장애(physical frailty and disability)와의 계

  정신질환 에서 일상생활동작의 장애와 깊은 련이 있는 것으로 치매와 우

울증을 들고 있다(Fitz & Teri, 1994; Gill, et al., 1995; Bruce, et al., 1994). 이들 

질환은 인지  손상이나 정서  장애를 통해서 일상생활동작에 향을 주고 있

다. ADL 제한자를 상으로 인지기능검사를 실시한 결과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난 조사가 있다(Scherr et al., 1988)

  우울증상은 사회  고립, 육체  고통뿐만 아니라 기능하락에도 한 련

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우울증상으로 기인한 그러한 요소들은 결국 신체

, 일상생활의 활동  의존성을 유발시키는 것으로 보고 있다(Cohen, 1990). 

한 우울증은 신체기능  장애뿐만 아니라 이동장애(immobility)의 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우울증의 원인은 생물학  요인, 육체  요인, 정신 인 

과정, 사회의 향과 련이 있는데, 이 에서 생물학  과정은 유  요소, 

신경생리학의 변화, 생물학  양상의 괴 등을 포함하고 있어 이러한 요소들

이 노인의 허약상태를 유발시키고 있다는 것이다(Muller-Spahn & Hock, 1994).  



제 3 장 허약노인의 건강수   보건의료서비스 

이용실태

  앞서 살펴본 허약노인의 정의에 따르면, 만성질환/골  등이 있고, 일상생활

동작(ADL)에는 장애가 없으나 그러한 일상생활동작의 장애발생 험에 처해 

있는 노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체 노인 에서 본 연구의 상인 

허약노인의 건강수   건강실천행  실태를 분석하기 해서는 우선 으로 

허약노인에 한 자료를 확보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에는 만성질환에 한 

정보와 신체 기능에 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재 표성 있는 국 표본을 사용하여 건강수 , 건강실천행 를 포함하는 

자료는 국민건강‧ 양조사 자료가 있으나, 이 자료에는 만성질환, 건강실천행

, 보건의료서비스 이용에 한 정보는 포함되어 있으나 신체 기능에 한 정

보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한 이 자료는 노인에게 을 맞추어서 조사된 

것이 아니므로, 조사 내용, 질문형태, 응답범주 등이 노인에게 합하다고 볼 

수 없다. 노인에 을 맞추어 실시하는 국 조사에는 1998년도 노인생활실

태조사가 있으나, 이 조사는 노인의 반 인 생활 실태를 모두 포함하는 조사

이므로 건강에 한 내용이 비교  낮은 비 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만성질

환 유병에 한 자세한 사항을 알 수 없다. 따라서 이 자료에서도 본 연구의 

목 에 합한 정보를 일부만 얻을 수 있다. 즉, 재까지 체 노인  허약노

인이 차지하는 비율을 명확하게 악할 수 있는 자료조차 없는 상태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향후 노인의 건강에 을 두는 조사가 기획  실시되어야 한

다고 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제2장 1 에서 언 한 바와 같이 경기도 수원시 지역에서 실

시한 자료를 이용하여 허약노인의 건강  보건의료서비스 이용실태를 자료가 

허락하는 한도내에서 분석, 제시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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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기존 2001년 국민건강‧ 양조사에는 비록 신체  기능상태에 한 

정보는 포함하고 있지 않으나, 신체  기능제한이나 장애에 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는 주요 만성질환(병리상태)에 한 자세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국 으로 표성을 가지는 표본을 사용하 기에 부분 으로 만성질환(병리상

태)만을 심으로 한 분석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주16). 

제 1  건강수   건강실천행  실태

  1. 건강수

  노인에게 있어 만성질환 이환은 그 자체로도 건강수 을 좌우하는 요한 요

인이지만 이러한 만성질환이 신체기능의 하를 유발하고 장애로 이어질 수 있

다는 측면에서 허약노인의 건강수 을 간 으로 악해볼 수 있는 지표이다. 

본 연구에서는 노인의 만성질환 이환에 하여 복합유병(comorbidity) 개념을 

바탕으로 근하 다. 즉, 단일질환에 이환된 노인보다는 여러 가지 질환에 이

환된 노인이 장애를 가질 확률이 높다는 선행연구(Verbrugge et al., 1989; 

Guralnik, et al., 1989; Mor, et al., 1989; Fried et al., 1999; Ettinger et al., 1994; 

Strauss et al., 2000)에 근거한 것이다. 

  재까지 복합유병(comorbidity)의 정의에 해서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

다(Groot et al., 2003). Feinstein(1970)은 복합유병은 기 질환(index disease)에 이

환된 환자가 어떤 질환에 추가 으로 이환되는 것을 말한다고 하 으며, 

주16) 참고로 Fried 등(2001)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복합유병상태(co-morbidity), 허약상태(frailty) 

 장애상태(disability)간의 계를 비교하면서 허약상태에 있는 노인 에서 복합유병상태

를 지닌 경우가 체의 67.7%를 보이고 있다는 연구결과를 감안할 때, 복합유병률과 허약

성간의 계는 깊다고 보여진다. 복합유병률(co-morbidity)은 2개 이상의 만성질환을 보유

하고 있는 경우로 하고, 이에는 심근경색, 심증, 충 성심부 , 염, 암, 당뇨병, 고

압,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등이다. 여기에서 복합유병률(co-morbidity)은 2개 이상의 만

성질환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 하고, 이에는 심근경색, 심증, 충 성심부 , 염, 

암, 당뇨병, 고 압,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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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ralink 등(1996)은 기  질환과 계없이 여러 가지 질환에 동시에 이환된 것

이라고 하 다. Van de Akker 등(1998)의 경우 기  질환이 없는 복합유병을 다

유병(multimorbidity)라고 하 고, 기  질환이 있는 경우만을 복합유병

(comorbidity)이라고 하여 이 두 가지 정의를 구분하여 사용하 다.

  복합유병의 분석방법에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방법이 표 으로 사용된다

(John et al., 2003). 첫째는, 단순히 질병의 개수로 측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

법을 사용함에 있어 기 질환을 설정하고, 기 질환에 추가 으로 이환된 질병

의 개수를 측정하는 변형된 형태의 분석방법도 쓰인다. 둘째는, 질병의 개수뿐

만 아니라 증도를 감안하기 해서 가장 증의 질환을 바탕으로 가 치를 

부여하여 합계 지수를 만드는 방법이다. 이러한 지수에는 Charlson comorbidity 

Index, Co-Existent Diseases(ICED), Comorbidity Symptom Scale (CmSS) 등이 있

다. 이 방법을 사용하기 해서는 증도에 한 정보를 포함한 자료가 필요하

다. 셋째는, 이환된 다 질환을 두 개씩 짝지어 분석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기  질환을 선정하고 이 기 질환과 다른 질환을 짝지어 분석한다. 이 방법은 

3개 는 그 이상의 다 질환에 해서 분석하기 어렵다는 제한 이 있다. 넷

째는, 계성 측정방법을 사용하여 각 질환들간의 상  련성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각 질환에 단독으로 이환되었을 때와 다 유병되었을 때의 

정도를 측정하는데 유용하다.

  본 연구에서는 Van de Akker 등(1998)이 제안한 다 유병(multimorbidity) 개념

을 사용하여 노인의 만성질환 유병상태를 악하 는데, 이환된 만성질환의 

체 개수를 분석하는 방법을 근간으로 하 다. 이 때 주요 만성질환은 염, 

뇌졸 , 암, 심질환( 심증, 심근경색, 기타 심질환), 당뇨병, 고 압, 폐질환(천

식, 만성기 지염)의 7개 질환으로 제한하 고, 이러한 주요 질환을 제외한 만

성질환은 락시켜 분석하 다. 의 만성질환은 복합유병에 한 외국의 선행

연구(Guralnik, et al., 1989; John et al., 2003; Fried et al., 1999; Strauss et al., 

2000)를 바탕으로 선정하 는데, 술한 바와 같이 신체 기능 하를 유발시켜 

장애를 래하는 주요 원인이 되는 질환으로 허약노인의 건강수 을 악할 수 

있는 질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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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서는 노인이 이환되어 있는 주요 만성질환(병리상태)의 개수별로 주

 건강인식을 살펴보았다. 반 으로 이환된 만성질환의 개수가 많을수록 주

 건강인식이 나쁘게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남녀 모두에서 나타나고 있

는데(표 3-1 참조), 남자 노인  만성질환이  없는 경우 약 60%가 자신의 

건강을 ‘매우 좋다’ 혹은 ‘좋다’라고 평가한 반면, 3개 이상의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 이러한 비율이 격하게 어들어 17.5%만이 자신의 건강을 ‘좋다’ 

이상으로 응답하 다. 여자 노인의 경우에는 이러한 차이가 남자 노인보다 커

서 각각 78.4%, 9.7%이었다. 그런데 만성질환을 1개 앓고 있는 경우 자신의 건

강을 ‘좋다’ 이상으로 평가하는 비율이 37.1%로 만성질환이 없는 경우의 반

정도에 불과하 다. 즉, 여자 노인의 경우 만성질환 유병이 주  건강인식에 

향을 크게 다고 할 수 있다. 

〈표 3-1〉 성별 주요 만성질환(병리상태) 개수별 주  건강인식, 2001년
  (단 : %)

구분 매우 좋음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남자

0개 13.0 47.8 28.3 8.7 2.2

1개 7.90 30.7 36.6 15.8 8.9

2개 3.70 28.4 21.0 32.1 14.8

3개 이상 1.0 16.5 19.6 45.4 17.5

계 5.50 28.3 26.5 27.7 12.0

여자

0개 13.5 64.9 16.2 5.4 0.0

1개 3.8 33.3 24.8 29.5 8.6

2개 2.5 20.3 28.0 39.8 9.3

3개 이상 0.8 8.9 18.6 51.5 20.3

계 2.8 20.9 21.9 40.6 13.7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1년 국민건강‧ 양조사. 

  연령별 주요 만성질환(병리상태) 개수별 주  건강인식은 <표 3-2>와 같다.  

연령층에서 이환된 만성질환의 개수가 많은 경우 주  건강인식이 나쁜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이할만한 사항은 75세 이상의 경우 만성질환 유병개수가 많은 집단

에서 자신의 건강을 ‘나쁘다’ 혹은 ‘매우 나쁘다’로 평가하는 비율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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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연령별 주요 만성질환(병리상태) 개수별 주  건강인식, 2001년
  (단 : %)

구분 매우 좋음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65～69세

0개 16.7 52.8 19.4 11.1 0.0

1개 7.3 28.1 32.3 21.9 10.4

2개 0.0 22.7 26.7 36.0 14.7

3개 이상 0.0 12.4 24.0 42.6 20.9

계 3.9 23.5 26.5 31.8 14.3

70～74세

0개 13.6 54.5 22.7 4.5 4.5

1개 6.5 30.4 28.3 32.6 2.2

2개 5.8 23.1 25.0 36.5 9.6

3개 이상 0.8 10.2 18.6 55.9 14.4

계 4.2 21.0 22.3 42.4 10.1

75세 이상

0개 8.0 60.0 28.0 4.0 0.0

1개 3.1 39.1 29.7 17.2 10.9

2개 4.2 25.0 23.6 37.5 9.7

3개 이상 2.3 10.3 11.5 51.7 24.1

계 3.6 27.0 21.4 33.9 14.1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1년 국민건강‧ 양조사. 

  2. 건강실천행

가. 흡연

  장애발생과정별 흡연 상태는 <표 3-3>과 같다. 즉, 재 흡연자를 기 으로 

살펴보면, 건강한 노인군에서는 35.2%, 병리상태의 노인군에서는 28.8%, 조직구

조손상의 노인군에서는 30.1%, 기능제한 노인군에서는 21.8%, 장애노인군에서

는 20.7%로 각각 나타나, 건강한 상태인 노인  재 흡연자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일상생활 활동장애 노인  가장 낮았다. 그런데 특이할만한 사항은 

병리상태, 즉, 주요 만성질환에 이환된 노인의 과거 흡연율이 가장 높았다. 

한 기능제한  일상생활 활동장애 노인의 재 흡연율이 격하게 낮아져서 

장애가 진행됨에 따라 흡연율은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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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장애발생과정별 흡연 상태
(단 : 명, %)

비흡연 과거흡연 재 흡연 Total χ2

건강한 상태 21 (55.26) 4 (10.53) 13 (35.21) 38 (100.00)

26.04**

병리상태 24 (40.68) 18 (30.51) 17 (28.81) 59 (100.00)

조직구조 손상 103 (48.36) 46 (21.60) 64 (30.05) 213 (100.00)

기능제한 210 (63.64) 48 (14.55) 72 (21.82) 330 (100.00)

일상생활 활동장애 200 (60.06) 64 (19.22) 69 (20.72) 333 (100.00)

체 558 (57.35) 180 (18.50) 235 (24.15) 973 (100.00)

  주: ** p<0.01

자료: 수원시 종 노화연구자료 재분석

  한편, 병리상태인 주요 만성질환만을 심으로 흡연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

다. 즉, 65세 이상 노인의 재 흡연율은 24.7%이었다. 재 앓고 있는 만성질

환의 개수별로는 3개 이상의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  20.1%가 재 흡

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만성질환이 없는 노인의 30.1.%, 1개의 만성질

환 노인의 25.7%, 2개의 만성질환 노인의 27.1%에 비하여 낮은 흡연율을 보이

고 있다. 체 으로 만성질환을 복합 으로 앓고 있는 노인일수록 흡연율이 

낮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성별로는 남성과 여성 노인의 경우, 이환된 만성질환의 개수에 따라

서 재 흡연율의 크기가 뚜렷한 경향성을 보이고 있지는 않다. 그런데, 만성질

환을 가지고 있지 않은 노인과 3개 이상 복합 으로 만성질환을 지니고 있는 

노인 간을 비교해 보면, 남성의 경우는 각각 45.7%와 42.3%로 복합질환 노인의 

흡연율이 낮지만, 여성 노인의 경우 각각 10.8%와 11.0%로 남성노인과는 다르

게 복합질환 노인의 흡연율이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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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1〕 주요 만성질환(병리상태) 개수별 흡연상태(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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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1년 국민건강‧ 양조사. 

〈표 3-4〉 성별 주요 만성질환(병리상태) 개수별 흡연상태(2001)
(단 : %)

구분 흡연 과거흡연 비흡연

남자

0개 45.7 28.3 26.1

1개 39.6 35.6 24.8

2개 38.3 45.7 16.0

3개 이상 42.3 47.4 10.3

계 40.9 40.6 18.5

여자

0개 10.8 2.7 86.5

1개 12.4 2.9 84.8

2개 19.5 1.7 78.8

3개 이상 11.0 4.2 84.8

계 13.3 3.2 83.5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1년 국민건강‧ 양조사. 

  한, 연령별로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재 흡연율이 낮아져서 65～69세 노인

의 재 흡연율은 26.2%이었으나, 70～74세에서는 25.8%, 75～79세에서는 

22.9%, 80세 이상에서는 19.5%이었다. 그리고 체로 여러 가지 만성질환에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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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이환된 노인의 재 흡연율이 그 지 않은 노인에 비하여 낮았다. 특히 

65～69세 연령층에서는 만성질환에 이환되지 않은 노인의 재 흡연율은 

36.1%이었으나, 3개 이상 만성질환에 이환된 노인의 재 흡연율은 20.2%로 그 

차이가 다른 연령층에 비하여 크게 나타났다.

〈표 3-5〉 연령별 주요 만성질환(병리상태) 개수별 흡연상태(2001)
(단 : %)

구분 흡연 과거흡연 비흡연

65～69세

0개 36.1 11.1 52.8

1개 32.3 19.8 47.9

2개 25.3 18.7 56.0

3개 이상 20.2 11.6 68.2

계 26.5 15.5 58.0

70～74세

0개 36.4 13.6 50.0

1개 17.4 19.6 63.0

2개 28.8 21.2 50.0

3개 이상 23.7 14.4 61.9

계 24.8 16.8 58.4

75세 이상

0개 16.0 28.0 56.0

1개 21.9 17.2 60.9

2개 27.8 19.4 52.8

3개 이상 14.9 27.6 57.5

계 20.6 22.6 56.9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1년 국민건강‧ 양조사. 

나. 음주

  음주율의 경우 흡연율과 다소 다른 양상을 보 다. 즉, 재 음주를 기 으로 

살펴보면, 건강한 노인군에서는 36.8%, 병리상태의 노인군에서는 45.8%, 조직구

조손상의 노인군에서는 46.0%, 기능제한 노인군에서는 32.0%로 각각 나타났다. 

특히, 병리상태와 조직구조 손상상태 노인군에서 45% 이상의 노인이 재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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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는 조사 상노인의 평균 재 음주율인 

32.4%보다도 높은 것이었다. 

〈표 3-6〉 장애발생과정별 음주 상태
(단 : 명, %)

비음주 과거음주 재음주 체 χ2

건강한 상태 19 (50.00) 5 (13.16) 14 (36.84) 38 (100.00)

44.01***

병리상태 26 (44.07) 6 (10.17) 27 (45.76) 59 (100.00)

조직구조 손상 95 (44.60) 20 ( 9.39) 98 (46.01) 213 (100.00)

기능제한 188 (57.32) 35 (10.67) 105 (32.01) 328 (100.00)

일상생활 활동장애 210 (62.87) 53 (15.87) 71 (21.26) 334 (100.00)

체 538 (55.35) 119 (12.24) 315 (32.41) 972 (100.00)

  주: *** p<0.001

자료: 수원시 종 노화연구자료 재분석

  한편, 병리상태인 주요 만성질환만을 심으로 음주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

다. 즉, 주요 만성질환 개수별 재 음주자의 비율은 만성질환에 이환되지 않은 

노인에게서 가장 많았으며, 3개 이상 만성질환에 이환된 집단에서 가장 었다. 

한 과거 음주자의 경우 2개 만성질환에 이환된 집단에서 가장 많았다. 

    〔그림 3-2〕 주요 만성질환(병리상태) 개수별 음주상태(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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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1년 국민건강‧ 양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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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성별로 이러한 재 음주상태의 양상이  다르게 분석되었다. 남

자의 경우 만성질환 개수가 많은 집단에서 체로 음주자의 비율이 낮았다. 

만성질환에 이환되지 않은 남자 노인의 56.5%가 음주자인 반면, 2개 만성질

환, 3개 이상의 만성질환에 이환된 경우 이러한 비율이 각가 32.1%, 39.2%로 

감소하 다. 그런데 만성질환에 이환된 여자 노인 에 음주자의 비율이 그

지 않은 노인에 비하여 높았다. 더욱이 2개 만성질환에 이환되었다는 여자 

노인의 18.6%가 재 음주를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3-7〉 성별 주요 만성질환(병리상태) 개수별 음주상태(2001)
(단 : %)

구분 음주 과거음주 비음주

남자

0개 56.5 13.0 30.4

1개 45.5 14.9 39.6

2개 32.1 21.0 46.9

3개 이상 39.2 17.5 43.3

계 41.8 16.9 41.2

여자

0개 5.4 2.7 91.9

1개 6.7 2.9 90.5

2개 18.6 1.7 79.7

3개 이상 10.5 3.0 86.5

계 11.3 2.6 86.1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1년 국민건강‧ 양조사. 

  연령별로는 체로 만성질환 개수가 많은 집단에서 재 음주하고 있는 노인

의 비율이 그 지 않은 집단보다 었다. 그런데 75세 이상의 경우에는 이러한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94

〈표 3-8〉 연령별 주요 만성질환(병리상태) 개수별 음주상태(2001)
(단 : %)

구분 음주 과거음주 비음주

65～69세

0개 33.3 8.3 58.3

1개 32.3 9.4 58.3

2개 29.3 12.0 58.7

3개 이상 23.3 4.7 72.1

계 28.3 8.0 63.7

70～74세

0개 40.9 9.1 50.0

1개 23.9 6.5 69.6

2개 19.2 9.6 71.2

3개 이상 14.4 7.6 78.0

계 19.7 8.0 72.3

75세 이상

0개 28.0 8.0 64.0

1개 17.2 9.4 73.4

2개 22.2 6.9 70.8

3개 이상 18.4 10.3 71.3

계 20.2 8.9 71.0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1년 국민건강‧ 양조사. 

다. 규칙  운동 여부

  규칙 으로 운동을 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살펴보면, 조사 상노인의 38.7%

가 재 규칙 으로 운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각 상태군별로 

분석해 보면, 건강한 상태의 노인군에서는 44.7%, 병리상태의 노인군에서는  

62.7%, 조직구조 손상의 노인군에서는 56.5%로 나타나, 반 이상의 노인이 규

칙 으로 운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기능제한의 노인군에서는 

36.8%, 일상생활 활동제한의 노인군에서는 24.3%만이 규칙 으로 운동하는 것

으로 나타나 다른 집단에 비하여 격하게 감소하는 양상을 보 다. 그러나 이

러한 집단에 해서도 기능 향상을 한 운동이 요구되므로 상자의 신체 상

태에 합한 운동이 개발 보 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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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9〉 장애발생과정별 규칙  운동 여부
(단 : 명, %)

아니오 체 χ2

건강한 상태 21 (55.26) 17 (44.74) 38 (100.00)

73.54***

병리상태 22 (37.29) 37 (62.71) 59 (100.00)

조직구조 손상 93 (43.46) 121 (56.54) 214 (100.00)

기능제한 208 (63.22) 121 (36.78) 329 (100.00)

일상생활 활동장애 253 (75.75) 81 (24.25) 334 (100.00)

체 597 (61.29) 377 (38.71) 974 (100.00)

  주: *** p<0.001

자료: 수원시 종 노화연구자료 재분석

  한편, 병리상태인 주요 만성질환만을 심으로 규칙  운동실천율을 살펴보

면 다음과 같다. 즉, 운동에 해서는 1회당 20분 이상 지속되는 운동을 주 3회 

이상 실시하는 규칙  등도 운동실천율을 심으로 분석하 다. 65세 이상 

노인의 21.6%가 규칙  등도 운동을 실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만성

질환이 없는 노인 에서 약 30%가 규칙  등도 운동을 실천한다고 응답하

으나, 이러한 비율은 이환된 만성질환의 개수가 증가할수록 감소하 다. 이러

한 결과는 만성질환이 노인들의 기능 하를 래한다는 선행연구와 련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2001년 국민건강‧ 양조사 결과, 이환된 만성질환의 

개수가 증가할수록 ‘몸이 불편하여 운동하기 어렵다’는 응답이 증가하 다. 운

동을 하고 있지 않는 만성질환에 이환되지 않은 노인의 약 20%가 이러한 응답

을 한 반면, 3개 이상의 만성질환에 이환된 경우 이러한 비율은 약 53%에 달

하 다.

  성별로는 남성 노인의 규칙  등도 운동실천율이 여성 노인보다 2배 가량 

높았다. 특이할만한 사항은 남성 노인의 경우 만성질환 이환 개수가 증가하면

서 규칙  등도 운동실천율이 하게 감소하 으나, 여성 노인의 경우 그 

차이가 남성 노인에 비하여 낮았다. 더욱이 3개 이상의 만성질환에 이환된 여

성 노인  13.9%가 1회당 20분 이상 지속되는 운동을 주 3회 이상 실시한다

고 응답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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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주요 만성질환(병리상태) 개수별 규칙  등도 운동실천율(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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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1년 국민건강‧ 양조사. 

   〔그림 3-4〕 성별 주요 만성질환(병리상태) 개수별 규칙  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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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여 13.5 10.6 13.6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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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1년 국민건강‧ 양조사. 

  고연령 노인 집단에서 규칙  등도 운동실천율이 히 감소하 다.  

연령에서 체로 만성질환의 개수가 증가하면서 규칙  등도 운동실천율이 

감소하는 양상으로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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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5〕 연령별 주요 만성질환(병리상태) 개수별 규칙  등도 

운동실천율(2001)

0

20

40(%)

1.0 yes 28.9 24.4 19.6 15.9

1.0 65-69 25 31.6 28 16.3

2.0 70-74 36.4 32.6 15.4 19.5

3.0 75+ 28 7.8 13.9 10.3

0 1 2 3+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1년 국민건강‧ 양조사. 

라. 세 끼 식사의 규칙성 여부

  세 끼 식사를 규칙 으로 하는지 조사하 는데, 이를 살펴보면, 건강한 노인

군에서는 81.6%, 병리상태의 노인군에서는 93.2%, 조직구조 손상의 노인군에서

는 90.2%, 기능제한 노인군에서는 84.3%로 각각 나타나, 병리상태와 조직구조 

손상 노인 에서 규칙 으로 식사한다는 응답이 90% 이상이어서 다른 집단에 

비하여 높았다. 이러한 응답의 비율이 가장 낮은 집단은 일상생활 활동장애 노

인군이었는데, 기능제한 노인군에서의 규칙  식사실천율이 낮게 나타나고 있

다는 것은 양서비스의 집 인 리를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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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0〉 장애발생과정별 규칙  식사 여부
(단 : 명, %)

아니오 체 χ2

건강한 상태 31 (81.58) 7 (18.42) 38 (100.00)

13.58**

병리상태 55 (93.22) 4 ( 6.78) 59 (100.00)

조직구조 손상 193 (90.19) 21 ( 9.81) 214 (100.00)

기능제한 279 (84.29) 52 (15.71) 331 (100.00)

일상생활 활동장애 269 (80.30) 66 (19.70) 335 (100.00)

체 827 (84.65) 150 (15.35) 977 (100.00)

  주: ** p<0.01

자료: 수원시 종 노화연구자료 재분석

제 2  보건의료서비스 이용실태

  1. 의료기 의 이용실태

가. 지난 2주간 의료기  방문

  지난 2주간 의료기  방문여부가 장애발생과정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 다

(p<0.001). 장애정도가 심한 노인군에서 의료기  방문율이 히 높아서, 건강

한 상태의 노인군에서는 지난 2주간 의료기 을 방문하 다는 응답자가 약 

20%인데 반하여 병리상태에서는 이러한 비율이 2배 가량 증가한 44%이었다. 

조직구조 손상 노인군부터는 50%이상으로 지난 2주간 의료기 을 방문한 노인

이 많았다. 다만, 기능제한 노인군에서는 조직구조 손상노인군이나 장애노인군

에 비해서 상 으로 의료기  방문율이 낮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건강상

태가 상 으로 양호하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이동상의 신체  제한 때문에 의

료기 의 근이 용이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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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1〉 장애발생과정별 지난 2주간 의료기  방문 여부
(단 : 명, %)

아니오 체 χ2

건강한 상태 30 (78.95) 8 (21.05) 38 (100.00)

20.40
***

병리상태 33 (55.93) 26 (44.07) 59 (100.00)

조직구조 손상 94 (43.93) 120 (56.07) 214 (100.00)

기능제한 160 (48.48) 170 (51.52) 330 (100.00)

일상생활 활동장애 144 (43.24) 189 (56.76) 333 (100.00)

체 461 (47.33) 513 (52.67) 974 (100.00)

  주: *** p<0.001

자료: 수원시 종 노화연구자료 재분석

  한편 주요 만성질환(병리상태) 군별 의료기  외래방문횟수를 보면 ‘ 염+

심질환’의 복합유병 노인은 3.2회, ‘ 염+당뇨병’은 5.0회, ‘ 염+고 압’은 

3.7회, ‘ 염+폐질환’은 4.8회로 나타나고 있으며, ‘고 압+뇌졸 ’은 2.6회, 

‘고 압+심질환’은 2.5회, ‘고 압+당뇨병’은 2.7회로 나타나고 있어 주 질환간

의 외래방문회수에는 차이가 있다. 그리고 염을 주질환으로 하는 경우에는 

다른 질환이 복합 으로 있어도 의원 이나 한방 병의원을 방문하는 횟수가 높

게 나타나고 있는 반면에 고 압을 주질환으로 하는 경우에는 병원, 의원, 보건

기 간 차이가 거의 없지만, 한방 병의원에 방문하는 횟수는 다른 의료기 에 

비하여 월등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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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2〉 주요 만성질환(병리상태)군별 의료기 별 1인당 평균 외래방문횟수

질병군 의료기 총방문횟수 명
1인당 평균 

방문횟수

염+심질환

 병원  이상 8 5 1.6

 의원 36 9 4.0

 보건기 4 2 2.0

 한방병‧의원 7 1 7.0

 소계 55 17 3.2

염+당뇨병

 병원  이상 12 4 3.0

 의원 53 7 7.6

 보건기 6 3 2.0

 한방병‧의원 9 2 4.5

 소계 80 16 5.0

염+고 압

 병원  이상 44 15 2.9

 의원 106 25 4.2

 보건기 13 8 1.6

 한방병‧의원 28 3 9.3

 소계 191 51 3.7

염+폐질환

 병원  이상 6 3 2.0

 의원 43 6 7.2

 보건기 8 4 2.0

 한방병‧의원 - - -

 소계 63 13 4.8

고 압+뇌졸

 병원  이상 15 7 2.1

 의원 14 6 2.3

 보건기 6 4 1.5

 한방병‧의원 16 3 5.3

 소계 51 20 2.6

고 압+심질환

 병원  이상 40 18 2.2

 의원 51 20 2.6

 보건기 4 2 2.0

 한방병‧의원 7 1 7.0

 소계 102 41 2.5

고 압+당뇨병

 병원  이상 42 16 2.6

 의원 85 32 2.7

 보건기 30 11 2.7

 한방병‧의원 8 2 4.0

 소계 165 61 2.7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1년 국민건강‧ 양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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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난 1년 간 입원여부

  지난 1년간 입원여부도 지난 2주간 의료기  이용과 유사한 양상을 보 다. 

건강한 상태에 속하는 노인 에서는 지난 1년간 입원한 노인이 2.6%(1명)에 

불과하 으나, 병리상태에서는 6.8%, 조직구조 손상에서는 11/7%, 기능제한에서

는 15.8%, 일상생활 활동장애에서는 23.2%로 장애정도가 심할수록 입원하는 노

인의 비율이 증가하 다.

〈표 3-13〉 장애발생과정별 지난 1년간 입원여부
(단 : 명, %)

아니오 체 χ2

건강한 상태 37 (97.37) 1 ( 2.63) 38 (100.00)

24.05***

병리상태 55 (93.22) 4 ( 6.78) 59 (100.00)

조직구조손상 189 (88.32) 25 (11.68) 214 (100.00)

기능제한 278 (84.24) 52 (15.76) 330 (100.00)

일상생활활동장애 255 (76.81) 77 (23.19) 332 (100.00)

체 814 (83.66) 159 (16.34) 973 (100.00)

  주: *** p<0.001

자료: 수원시 종 노화연구자료 재분석

다. 지난 1년 간 인 루엔자 방 종

  지난 1년간 인 루엔자 방 종 여부는 장애발생과정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

이지 않았으나, 건강한 상태인 노인 에서 방 종 비율이 가장 낮았으며, 병

리상태에서 가장 높았다. 즉, 건강한 상태의 노인군에서는 종률이 44.7%인 

반면에 병리상태 노인군은 61.0%, 조직구조 손상노인군은 56.1%, 기능제한 노

인군은 58.8%로 각각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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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4〉 장애발생과정별 지난 1년간 인 루엔자 방 종 여부
(단 : 명, %)

아니오 체 χ2

건강한 상태 21 (55.26) 17 (44.74) 38 (100.00)

3.58

병리상태 23 (38.98) 36 (61.02) 59 (100.00)

조직구조 손상 94 (43.93) 120 (56.07) 214 (100.00)

기능제한 136 (41.21) 194 (58.79) 330 (100.00)

일상생활 활동장애 147 (44.82) 181 (55.18) 328 (100.00)

체 421 (43.45) 548 (56.55) 969 (100.00)

자료: 수원시 종 노화연구자료 재분석

라. 지난 1년 간 건강검진

  조사 상 노인의 약 27%가 지난 1년간 건강검진을 받았다고 응답하 다. 장

애발생과정별로는 조직구조 손상의 경우 33.8%로 가장 높았으며, 일상생활 활동

장애 노인에서 22.1%로 가장 낮았으나, 통계학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표 3-15〉 장애발생과정별 지난 1년간 건강검진 여부
(단 : 명, %)

아니오 체 χ2

건강한 상태 28 (73.68) 10 (26.32) 38 (100.00)

9.11

병리상태 42 (71.19) 17 (28.81) 59 (100.00)

조직구조 손상 141 (66.20) 72 (33.80) 213 (100.00)

기능제한 242 (73.11) 89 (26.89) 331 (100.00)

일상생활 활동장애 257 (77.88) 73 (22.12) 330 (100.00)

체 710 (73.12) 261 (26.88) 971 (100.00)

자료: 수원시 종 노화연구자료 재분석

마. 주요 만성질환(병리상태) 군별 의약품 이용실태

  염과 고 압을 주 질환으로 하고 추가 인 만성질환에 따라 복약경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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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보면, 염의 경우는 보다 병이라 할 수 있는 심질환을 복합 으로 지

니고 있는 경우가 다른 질환의 경우보다 복약 경험률이 높다. 그리고 고 압의 

경우는 심질환과 당뇨병을 복합 으로 지니고 있는 경우가 뇌졸 의 경우보다 

복약 경험률이 높다. 

  그리고 염과 고 압을 주 질환으로 하고 추가 인 만성질환에 따라 약사

권유 약품의 복약경험을 살펴보면, 염과 당뇨병을 복합 으로 가지고 있는 

경우가 10.7%로 다른 질환에 비하여 높게 나타나고 있고, 고 압의 경우는 뇌

졸 을 복합 으로 지니고 있는 경우가 다른 질환의 경우보다 복약 경험률이 

높다. 

  이는 뇌졸 이나 심질환의 경우에는 다른 질환에 비하여 상 으로 증질

환이기 때문에 의사의 처방 을 시하고 있으나, 당뇨병이나 고 압의 경우에

는 상 으로 경증질환에 해당하기 때문에 쉽게 의사처방  없이 약사의 권유

로 복약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그 비 은 그다지 크지 않다. 

〈표 3-16〉 주요 만성질환(병리상태) 군별 유병 환자의 개수별 의사처방약 

복약 경험 여부
(단 : %)

있다 없다 계

염+심질환 97.5  2.5 100.0

염+당뇨병 93.7  6.3 100.0

염+고 압 90.0 10.0 100.0

염+폐질환 86.9 13.1 100.0

고 압+뇌졸 86.5 13.5 100.0

고 압+심질환 97.1  2.9 100.0

고 압+당뇨병 96.0  4.0 100.0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1년 국민건강‧ 양조사. 



104

〈표 3-17〉 주요 만성질환(병리상태) 군별 유병환자의 개수별 의사처방없이 

약사권유약 복약 경험 여부
(단 : %)

있다 없다 계

염+심질환  3.0 97.0 100.0

염+당뇨병 10.7 89.3 100.0

염+고 압  5.5 94.5 100.0

염+폐질환  7.6 92.4 100.0

고 압+뇌졸  8.8 91.2 100.0

고 압+심질환  6.4 93.6 100.0

고 압+당뇨병  3.2 96.8 100.0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1년 국민건강‧ 양조사. 

  그리고 염과 고 압을 주 질환으로 하고 추가 인 만성질환에 따라 의사

처방 없이 본인이 선택하여 복약한 경험을 살펴보면, 염을 주 질환으로 하

는 경우에는 당뇨병이나 고 압을 복합 으로 가지고 있는 경우가 심질환에 비

하여 복약경험이 더 높게 나타났고, 고 압을 주질환으로 하는 경우에는 심질

환을 복합 으로 가지고 있는 경우가 훨씬 복약경험이 더 높게 나타났다. 

  염을 주 질환으로 하고, 추가 인 만성질환에 따라 복약량 지침을 이행

하는 경험을 살펴보면, 당뇨병이나 고 압보다 심질환을 복합 으로 가지고 있

는 경우가 더 복약량을 정확하게 수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고 압을 주 질환

으로 하는 경우에는 뇌졸 을 복합 으로 가지고 있는 경우가 더 복약량을 정

확하게 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 으로, 의약품 투약과 련해서 볼 때, 심질환이나 뇌졸 의 경우보다 

당뇨병이나 고 압인 경우가 상 으로 경증질환으로 인식하여 의사의 처방 

이 없거나, 복약량 수비율 등에서 낮게 나타나고 있는데, 결국 염과 고

압이 진행되어 각종 조직구조를 손상시키고, 더 나아가 기능제한으로 이어진다

고 할 때, 상 으로 경증의 복합질환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

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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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8〉 주요 만성질환(병리상태) 군별 유병 환자의 개수별 의사처방 없이 

본인 선택약 복약 경험 여부
(단 : %)

있다 없다 계

염+심질환 10.5 89.5 100.0

염+당뇨병 17.1 82.9 100.0

염+고 압 15.3 84.7 100.0

염+폐질환  7.6 92.4 100.0

고 압+뇌졸  3.7 96.3 100.0

고 압+심질환 20.8 79.2 100.0

고 압+당뇨병  4.3 95.7 100.0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1년 국민건강‧ 양조사. 

〈표 3-19〉 주요 만성질환(병리상태) 군별 유병환자의 개수별 복약량지침 이행
(단 : %)

정확히 

수

가끔 양을 

임

가끔 양을 

늘림

부분 

양을 임

부분 

양을 늘림
계

염+심질환  97.0 3.0 - - - 100.0

염+당뇨병  93.4 6.6 - - - 100.0

염+고 압  90.7 5.3 2.4 0.8 0.8 100.0

염+폐질환  93.6 6.4 - - - 100.0

고 압+뇌졸 100.0 - - - - 100.0

고 압+심질환  97.4 2.6 - - - 100.0

고 압+당뇨병 100.0 - - - - 100.0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1년 국민건강‧ 양조사. 



제 4 장 행 허약노인 상 보건의료제도의 실태와 

문제

  우리나라의 행 보건의료체계에서는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허약노인

심의 법령이나 제도가 존재하지는 않다. 다시 말하면 노인복지법을 제외하고는 

모든 보건의료 련법이 국민을 상으로 하고 있고, 그러한 법령에 의해 각

종 보건의료서비스가 제공되고 있고, 노인계층도 허약노인을 포함한 체 노인

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에서 재 체노인, 는 허약노인이 제공받을 수 있는 보건의

료서비스를 명시하고 있는 주요 법령부터 살펴보면 <표 4-1>과 같다. 이에는 

보건의료기본법, 지역보건법, 의료 여법, 구강보건법, 공공보건의료에 한 법

률, 국민건강보험법, 노인복지법 등이 있다. 보건의료기본법에서는 제33조에 노

인의 질환에 한 방, 조기발견, 치료  요양 등 보건의료서비스의 모든 범

주에 속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놓고 있는데, 이에는 허

약노인을 포함한 모든 노인계층을 일 으로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질병

방, 건강검진  건강증진사업은 지역보건법이나 노인복지법, 국민건강증진법

에 의해 실시하고 있고, 질병치료  요양과 련한 사업은 국민건강보험법, 의

료 여법, 구강보건법 등에 의해서 실시하고 있다.  

  다만, 각종 사업의 상노인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국민건강증진법을 제외하

고는 실질 으로 빈곤‧ 소득 계층에 국한되어 있다는 것이다. 를 들면, 노인

복지법에 의해 실시하고 있는 노인건강진단사업도 법령상으로는 체노인이 사

업 상이나 실질 으로는 국민기 생활보장제도의 수 권노인에 한정되어 있는 

실정이다. 

  본 장에서는 상기한 법령을 심으로 노인보건의료서비스를 악하고, 공공

보건기 의 심인 보건소의 사업내용을 기 로 실태를 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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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보건의료‧복지 계 법령

법 내용
제정

일자

시행

일자

보건‧

의료법

계

보건의료

기본법

제33조 (노인의 건강증진)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질환을 방 는 조기발견하고 질병상태

에 따른 한 치료와 요양이 이루어질 수 있도

록 하는 등 노인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5조 (취약계층 등에 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①국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장애인 등 보건

의료 취약계층에 하여 정한 보건의료서비스

를 제공하기 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

여야 한다.  

1999.12. 2000.7.

지역보건법

제9조 (보건소의 업무) 보건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의 할구역안에서 행하여지는 다음 각호의 사항

을 장한다.

  4. 노인보건사업 (가. 노인요양시설에의 입소조치, 

나. 노인에 한 건강진단  보건교육, 다. 재가

노인복지사업을 하는 자에 한 지원, 라. 건강진

단의 공고, 마. 건강진단기 의 지정)

1995. 12. 1996. 7.

의료 여법

시행령

제3조 (수 권자의 구분)  ①수 권자는 법 제3조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1종 수 권자와 2종 수 권

자로 구분한다.  

  ②1종 수 권자는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1. 법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기 생활보장

법에 의한 수 자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다음 각 항목의 1에 해당하는 자 는 근로

능력이 없거나 근로가 곤란하다고 인 정하여 

보건복지부장 이 정하는 자만으로 구성된 

세 의 구성원

   (2) 65세 이상인 자  

2001. 5. 2001. 10.

구강보건법

제15조 (노인‧장애인구강보건사업 등) ①시장‧군수‧

구청장은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을 이

용하거나 입소하여 생활하는 노인  장애인에 

하여 구강보건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1999. 12. 200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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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계속

법 내용
제정

일자

시행

일자

구강보건법

시행령

제15조 (노인구강보건사업의 범 ) ①법 제15조제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노인구강보건사업의 범 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노인구강보건교육사업  

  2. 노인구강건강진단사업  

  3. 기타 노인의 구강건강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2000. 10. 2000.10.

공공보건

의료에

한 법률

제5조 (보건의료의 우선 제공) 공공보건의료기 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보건의료를 우선 으로 제

공하여야 한다.      

  2. 노인‧장애인‧정신질환자 등 타 분야와의 연계가 

필수 인 보건의료  

1999. 12. 2000. 7. 

국민건강

보험법

시행규칙

제9조 (외래진료 등의 경우 요양 여비용 총액에 

한 조건 등) ①외래진료  고가특수의료장비를 

이용한 진료의 경우에  별표 2 제1호 나목의 규

정에 의한 요양 여비용총액에 한 조건  본인

부담액은 별표 3과 같다.

2000. 6. 2000. 7.

복지법

계
노인복지법

제4조 (보건복지증진의 책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

체는 노인의 보건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27조 (건강진단 등) ①국가 는 지방자치단체는 

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65세 이상의 자에 

하여 건강진단과 보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국가 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건강

진단을 받은 자에 하여 필요한 지도를 하여야 

한다.  

제29조 (치매 리사업) ①국가 는 지방자치단체는 

치매 방  치매퇴치를 하여 치매연구  리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1997. 7. 1998. 5.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 (건강진단 등) ①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

한 건강진단은 보건복지부장 , 시‧도지사 는 시

장‧군수‧구청장(이하 "복지실시기 "이라 한다)이  

2년에 1회 이상 국‧공립병원, 보건소 는 보건복

지부령이 정하는 건강진단기 에서 상자의 건강

상태에 따라 1차  2차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1998. 6. 199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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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법‧제도  근거에 의한 노인보건의료서비스 내용

  행 노인보건의료사업은 주로 국민건강보험법, 노인복지법  지역보건법에 

의해서 실시하고 있는데,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건강검진과 질병치료에 심을 

두고 있고, 지역보건법과 노인복지법에서는 질병 방, 방문보건  장기요양서

비스에 심을 두고 있다. 이를 요약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4-2〉 행 노인보건의료서비스의 주요내용

서비스내용 사업 상(내용) 비용부담

건강진단
서 비 스

— 국민기 생활보장제도 상 노인
    (노인복지서비스의 일환)
   ∙ 2004년 33,000명 상(보호 상노인의 10%)

 정부재정

— 일반소득 노인(건강보험 여의 일환)
   ∙ 40세 이상의 피보험자, 피부양자를 상

 건강보험재정

방문간호
서 비 스

— 국민기 생활보장제도 상 노인(보건소 심)  정부재정

— 병원 의뢰노인(병원 심)
   ∙ 국 115개 병원에서 실시

 건강보험재정,
 이용자부담

— 일반지역거주 노인(사회복지  심)  무료(자원 사)

질병치료
서 비 스

— 국민기 생활보장제도 상 노인(의료 여)
   ∙ 체노인의 9%  

 정부재정,
 일부 환자부담

— 일반소득 노인(건강보험 여)
 건강보험재정,
 일부 환자부담

장기요양
서 비 스

— 국민기 생활보장제도 상 노인  정부재정

— 일반소득 노인
   ∙ 소득 노인은 실비부담
   ∙ 이외 소득노인은 유료부담 

 이용자부담

  1. 건강진단서비스

  노인복지법에 의해 노인건강진단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데, 실제 으로는 국

민기 생활보장제도의 수 권노인  차상 주17) 노인  노인건강진단을 희망

하는 자에 한하고 있다. 다만, 정부 산주18)의 제한으로 인해 수검자는 2004년 

주17) 차상  상자는 기 생활수 자가 아닌 자로서 실제소득이 최 생계비의 100분의 120 미

만인 자를 말한다(보건복지부,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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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해 3만 3천(1차 진단 기 )이고, 이는 체 기 생활보장제도 수 권노

인주19)의 10%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외에도 노인 안검진  개안수술 사업이 

있는데, 이는 한국실명 방재단이 사업주체가 되어 65세 이상 소득층 노인을 

상으로 실시되어 역시 상노인이 제한 인 사업이다. 

  그 외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한 건강검진서비스는 건강보험 가입자를 상으

로 격년제로 시행되고 있으나, 이 한 수진율이 조한 실정이다. 2002년도의 

경우, 45～64세 연령계층의 수검률이 39.8%에 비해 65세 이상 노인계층의 수

검률은 24.4%에 불과했다.

  이와 같은 노인건강검진사업과 련한 문제 으로는 노인의 기능상태를 측정

할 수 있는 검진항목이 부재하다는 이다. 즉, 체력을 측정할 수 있는 항목이 

없고, 질병유무를 악하기 한 항목을 심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신체  기

능상태가 허약한 노인을 사 으로 분별하기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기타로 구강보건법에 의해서 노인구강보건교육사업, 노인구강건강진단사업 

등이 실시되고 있는데, 구강검진 후 의치보철을 제공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고, 

검진항목자체도 작능력이나 작의 해요소 등을 측정할 수 있는 내용은 부

재한 실정이다. 

  2. 방문간호서비스

  방문간호서비스의 상은 해당법령에 따라 구분되어 있다. 즉, 지역사회거주 

노인에 한 방문간호서비스는 지역보건법에 의해 보건기 을 통해서 주로 재

가의 거동불편노인으로 와상장애노인을 심으로 제공되고 있는 반면에, 가정

간호서비스는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법에 의해 병원을 통해서 퇴원환자를 상

으로 제공하고 있다. 특히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제공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비

용의 일부를 이용노인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데, 노인의 의료비부담을 

주18) 2004년 노인보건복지 련 일반회계 산 501,069,991천원  노인건강진단에 배정된 산

은 514,199천원으로 체의 0.1%에 불과하다.

주19) 2002년 12월 재 국민기 생활보장 수 권자  65세 이상 노인은 329,251명이다(보건복

지부,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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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화하기 하여 지난 2000년 7월부터 의원  보건의료원 이용시 본인부담  

경감 혜택을 제공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러한 방문간호 는 가정간호서비스는 허약노인의 신체  기능을 

유지, 향상시켜주는 측면을 고려하기 보다는 건강상태의 찰과 간단한 질병처

치 측면에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허약노인측면에서는 매우 제한

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물리치료서비스는 허약노인의 신체  기능을 유지  

향상을 해서 필요하고, 염, 요통, 좌골통 등의 근‧골격계질환으로 인한 

통증 리를 해서도 필요한 것으로 일컬어지고 있기 때문에, 거동이 불편한 

허약노인을 상으로 한 방문물리치료서비스는 재 일부 보건소를 제외하고는 

제공되고 있지 못하며, 방문(간호)서비스와 같이 법 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못

한 실정이다.  

  3. 질병치료서비스

  부분의 허약노인은 기본 으로 한 가지 이상의 만성질환을 지니고 있기 때

문에 질병 리차원에서도 보건기 뿐만 아니라 병의원을 비노인계층에 비하여 

빈번하게 방문하고 있다. 일반소득 노인의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제도에 의해 

의료비의 일부를 보험 여로 지 받고 있고, 빈곤‧ 소득 노인의 경우에는 의

료 여제도에 의해서 의료비의 액 는 일부를 여로 지 받고 있다. 

  이와 같이 만성질환 노인계층의 경우에는 상 으로 진료비본인부담 이 

기 때문에 여러 의료기 을 매일 는 매월 순회방문하면서 복 으로 치료를 

받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반 로 완치가 되지 못하는 만성질환의 특성 때문에 

진료를 도에 포기하는 경우도 빈발하고 있다. 

  이와 련한 문제 으로써는 노인환자를 종합 이고 문 으로 진료할 수 

있는 노인의학 문의가 부재하여 질병 치료시에 해당 진료과에서만 단편 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실이다. 비록 의학회를 심으로 노인병인정의를 양

성시키고 있기는 하지만, 병원자체에서는 별도의 노인진료과가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활용도가 지극히 낮은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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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장기요양서비스

  장기요양서비스는 아직까지 별도의 제도에 의해 제공되고 있다기보다는 행 

노인복지법에 의해 재가서비스  시설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체계 이지 못

한 실정이다. 한, 간병수발이나 가사지원과 같은 복지서비스가 심이어서 보

건의료서비스와는 직 인 련성이 없다. 다만, 장기요양서비스가 필요한지를 

단할 때 보건의료인력의 도움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연계  서비스의 제공차

원에서 볼 때, 장기요양서비스도 보건의료서비스의 한 범주에 속할 수 있다.  

  특히, 장기요양서비스의 상노인을 선정할 때에는 기본 으로 일상생활수행

능력을 측정하기 때문에 일단 본 연구에서 지향하는 허약노인의 일부분이 상

노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한 허약노인에게는 장애노인으로의 락을 

사 으로 방할 수 있는 서비스가 필요한데, 이에는 만성질병 리가 요하

기 때문에 보건의료인력과의 력이 필요하다주20).  

  여기에서 장기요양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허약  장애노인의 경우에는 만성

질환의 리를 해서는 의사의 왕진서비스가 요하다고 하겠는데, 행 건강

보험제도하에서는 재택왕진서비스에 한 진료수가가 마련되어 있지 못하여 활

성화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그러나 복지시설은 아니지만, 요양병원에 입원한 

장기요양보호를 받을 필요가 있는 허약  장애노인에게는 의사, 간호사, 물리

치료사 등의 의료인력에 의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지만, 건강보험진료수가로 

비용을 산정하고 있기 때문에 노인요양환자에게는 비용부담이 높다고 하겠다.  

제 2  보건소의 노인보건의료사업 실태분석

  본 에서는 해당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노인을 상으로 한 보건소의 사업을 

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즉, 재 보건소 단 에서 수행하고 있는 노인건강

주20) 재 노인요양보장추진과 련하여 기획단, 실행 원회, 실무기획단 등이 설치 운 되고 

있는데, 장기요양 방차원에서의 허약노인에 한 서비스제공 계획은 구체 으로 작성되

고 있지 못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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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진  노인보건사업의 황을 악하고, 효과 으로 수행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방안을 모색하기 한 기 자료를 수집하기 해 ‘보건소 노인건강증진  

노인보건사업 실태조사’의 명칭으로 우편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본 조사는 건

강증진사업 이외에도 건강검진, 방 종, 보건교육/상담, 만성질병 리, 방문보

건의료 등의 사업 유무, 사업 상노인, 그리고 상노인 선정기 을 악할 

수 있도록 개발된 설문지를 사용해 2004년 9～10월에 걸쳐 약 한 달의 기간동

안 우편조사의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한, 조사 상이 되는 총 246개 보건소 

 112개 보건소가 설문에 응답하여 45.5%의 응답률주21)을 나타내었다.

  1. 노인건강증진사업의 실태

  일반 으로 건강증진사업은 연, 주‧ 주, 양개선, 운동 등과 련한 사

업을 심으로 하고 있다. 실제 으로 이러한 사업은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병의원이나 보건소와 같은 보건의료기 에서 뿐만 아니라 노인복지(회) 이나 

경로당 등과 같은 복지시설에서도 실시하고 있다. 다만, 복지시설에서 이루어지

고 있는 노인건강증진사업의 상은 일상 인 활동에 지장을 래하지 않는 건

강한 노인이며, 스포츠 스나 체조 등과 같은 운동을 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

에 만성질환이나 경미한 일상생활상의 활동제약이 있는 허약노인을 한 건강

증진 로그램은 거의 제공되고 있지 못하다. 한 병의원에서의 노인건강증진

로그램은 그 상자가 보편 이지 못하고 일부 노인환자를 심으로 하고 있

기 때문에 매우 제한 이라 할 수 있다. 

  를 들면, 우리나라의 연사업 련 주요 특정단체  인터넷사이트로써는 

한결핵 회, 한국 연운동 의회, 한국청소년 연운동연합, 한보건 회, 한

국 연교육원, 범국민 연운동본부, 연나라시민연 , 연길라잡이 등, 다양하

게 설치되어 있지만, 사업 상으로는 청소년을 비롯한 직장 성인계층에 이 

주21) 이와 같이 응답률이 낮은 이유는 모든 보건소가 노인보건사업을 우선 으로 실시하는 것

이 아니고, 보건소마다 사업의 우선순 가 다를 수 있고, 이에 따라 노인보건부문에 산

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이 다할 정도로 내세울 수 있는 사업이 없어서 조사에 

응하지 못하는 사례가 부분인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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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추어져 있고, 특별히 노인계층만을 상으로 한 사업은 실시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사업내용도 흡연으로 인한 유발질병에 한 유형을 소개하는 등 주

로 연홍보  교육이 심이다. 그리고 주‧ 주사업 련 주요 단체로써는 

국제 제 회, 범국민 주운동본부 등이 있는데, 연사업과 동일하게 노인계층

에게 특정화된 사업은 개하고 있지 않으며, 음주습 ‧문화의 개선 등을 심

으로 하고 있다. 이외에 운동이나 양 로그램을 범국민 차원에서 실시하는 

특정단체나 허약노인계층을 상으로 한 로그램은 무한 실정이다. 

  그리고 복지시설에서의 노인건강증진 로그램은 노인복지(회) 에서 활발하

게 실시하고 있다. 오 희 등(2002)의 연구에 의하면, 노인건강증진 련사업은 

취미‧여가 로그램의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고, 체조‧에어로빅‧요가가 심

인 로그램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결국 활발한 육체  움직임을 필요

로 하는 운동에 해당하기 때문에 허약노인계층에게는 실시하기가 어려운 로그

램이라 할 수 있다. 이외에 기능회복훈련이라고 하여 물리치료, 작업치료, 운동

치료사업이 실시되고 있는데, 일정기간 동안의 기능훈련을 집 으로 실시하여 

기능을 증강 내지는 회복시키는데 목 을 두기 보다는 노인복지 을 방문하는 

노인에게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실시하는 경우가 부분이다. 

  한편,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연, 주, 운동, 양 등의 건강증진사업 

 조사에 응답한 보건소에서 가장 많이 실시하고 있는 사업은 운동사업이었

고, 그 다음으로 양사업을 많이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운동사업의 경우에는 노인계층만을 상으로 하는 보건소는 14개소

(14.7%)에 불과하고, 부분(74.7%)이 비노인계층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나고 있다. 그런데, 체 78개소 에서 보건소를 방문한 노인이거나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을 상으로 하는 보건소가 체의 76.9%(60개소)로 나타나

고 있으며, 운동 상노인을 선정하는 방법을 보면, 상노인의 질병상태나 기능

상태 등을 고려하지 않는 보건소가 체(총 72개소)의 82%나 차지하고 있어 

부분의 보건소에서 건강한 노인만을 상으로 운동 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양사업의 경우는 노인계층만을 상으로 실시하는 곳은 6개소(6.6%)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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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으며, 노인층을 포함하는 보건소는 75개소(82.4%)로 나타났다. 사업 상은 경

로당을 이용하거나 보건소를 방문한 노인들을 상으로 하는 보건소가 

체(총 66개소)의 71.2%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당뇨병이나 고 압 

리에 도움이 되는 식단에 한 교육을 하거나 식단을 시하는 경우가 심

이었다. 이외에도 재가 노인이나 소득층을 상으로 직  식품이나 양제 

등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리고 양사업 상노인을 선정하는 방법을 

보면, 상노인의 질병상태나 기능상태 등을 고려하지 않는 보건소가 체(총 

61개소)의 54.1%로 나타나고 있어, 상기한 주요 만성질환 노인을 사업 상으로 

하고 보건소가 있는가 하면, 일반지역주민에 한 식생활교육을 실시하는 정도 

의 사업을 실시하는 보건소도 많음을 알 수 있다. 

  연사업의 경우, 노인계층만을 상으로 실시하는 곳은 1개소에 불과하 고, 

사업실시의 응답보건소의 부분이 노인층을 포함하는 연사업을 실시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 상은 경로당을 이용하거나 보건소를 방문한 노인들

을 상으로 하는 보건소가 체(총 58개소)의 81.1%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연‧ 주교육이나 홍보를 실시하는 경우가 부분이었고, 

연침을 시술하거나 연패치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었다. 사업 상노인을 선정

하는 방법을 보면, 상노인의 질병상태나 기능상태 등을 고려하지 않는 보건

소가 체(총 51개소)의 66.7%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나머지의 보건소에서는 

특정질환이나 기능상태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일부 보건소에서는 다른 건강증진 로그램을 실시할 때 연사업도 복합 으로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주‧ 주사업의 경우, 노인계층만을 상으로 실시하는 곳은 1개소에 불과

하 고, 상당한 보건소( 체의 59.7%)가 노인계층을 상으로 하는 주‧ 주

사업을 수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주‧ 주사업을 수행하는 보

건소(총 22개소)는 부분이 경로당을 이용하거나 보건소를 방문한 노인들을 

상으로 하고 있었다. 사업 상노인을 선정하는 방법을 보면, 상노인의 

질병상태나 기능상태 등을 고려하지 않는 보건소가 체(총 18개소)의 72.2%로 

나타나고 있어 사업의 내용이 형식 으로 수행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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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과 같이 설문에 응답한 보건소만을 상으로 건강증진사업의 내용을 분

석해 본 결과, 요약을 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즉, 부분의 보건소가 노인계층만을 상으로 하는 별도의 건강증진 로그

램을 수행하고 있지 않고, 비노인계층을 심으로 하되 노인계층도 포함시키는 

수 에서 수행하고 있다는 이다. 이는 노인계층의 신체   정신 인 기능

을 고려하지 않고 있고, 그 특성을 감안하지 않음으로 해서 오히려 로그램 

수행시 안 사고가 발생할 소지가 크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결국, 이를 방지하

기 해서 건강하여 사고발생을 일으키지 않는 노인에게만 서비스가 제공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지향하고 있는 허약노인을 상으로 하는 건강증진사업

은 거의 무하다고 할 수 있고, 비록 재가 허약노인을 상으로 사업을 실시

한다고 하더라도 극히 일부의 보건소에 한정되어 있는데다가 신체  기능을 고

려하지 않고 있다는 문제 이 있다.  

  2. 보건소 심의 노인보건사업내용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검진사업  암검진 사업의 경우 조사 상 112개 

보건소  89개 보건소가 실시하고 있었고, 일반검진의 경우에도 71개 보건소

가 실시하고 있었다.

  먼  암검진의 경우에는 의료 여 수 자  소득계층을 상으로 하는 국

가 암검진사업을 부분 실시하고 있었다. 일반검진의 경우에는 지역사회주민

을 상으로 성인병 검진 사업을 하거나, 는 의료 여 수 자  차상  계

층을 상으로 하여 검진사업을 실시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일반검진 사업

은 노인만을 상으로 한다는 보건소도 18개소나 되었는데, 경로당을 방문하여 

간단한 검진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검진을 실시할 때 노인의 기능상태를 

고려하고 있다고 응답한 보건소는 체(총 62개소)의 20%정도로 나타났지만, 

일상생활동작(ADL, IADL)의 수행정도를 측정하는 수 에 머무르고 있다. 

  방 종사업의 경우, 유아를 상으로 하는 방 종사업과 일반 성인을 

상으로 하는 방 종사업이 있는데, 일반성인 특히 노인을 상으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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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는 매년 9～12월 경 사이에 이루어지는 인 루엔자 방 종 사업을 부

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악되었다. 부분의 응답보건소가 특정질환의 보유

여부도 고려하지 않고 방 종을 실시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4-3〉 보건소 노인건강증진사업 실태

사업 실태 빈도 비율(%)

운동

사업형태

사업 수행하지 않음

노인 단독

비노인도 포함

10

14

71

10.5

14.7

74.7

소계 95 100.0

 사업 상

보건소 방문노인

경로당 이용노인

재가 허약노인

재가 장애노인

복지시설 입소노인

기타

17

43

3

-

-

15

21.8

55.1

3.9

-

-

19.2

소계 78 100.0

상노인 선정기

특정질환만을 고려하는 경우

기능상태 척도만을 고려하는 경우

특정질환과 기능상태 척도를 고려하는 경우

특정 질환이나 기능상태를 고려하지 않는 경우

5

8

19

40

6.9

11.1

26.4

55.6

소계 72 100.0

양

사업형태
사업 수행하지 않음

노인 단독

비노인도 포함

10

6

75

11.0

6.6

82.4
소계 91 100.0

 사업 상
보건소 방문노인

경로당 이용노인

재가 허약노인

재가 장애노인

복지시설 입소노인

기타

22

25

6

-

1

12

33.3

37.9

9.1

-

1.5

18.2
소계 66 100.0

상노인 선정기
특정질환만을 고려하는 경우

기능상태 척도만을 고려하는 경우

특정질환과 기능상태 척도를 고려하는 경우

특정 질환이나 기능상태를 고려하지 않는 경우

17

1

10

33

27.9

1.6

16.4

54.1

소계 6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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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계속

사업 실태 빈도 비율(%)

연

사업

사업형태

사업 수행하지 않음

노인 단독

비노인도 포함

19

1

75

20.0

1.1

79.0

소계 95 100.0

 사업 상

보건소 방문노인

경로당 이용노인

재가 허약노인

재가 장애노인

복지시설 입소노인

기타

20

27

2

-

-

9

34.5

46.6

3.5

-

-

15.5

소계 58 100.0

상노인 선정기

특정질환만을 고려하는 경우

기능상태 척도만을 고려하는 경우

특정질환과 기능상태 척도를 고려하는 경우

특정 질환이나 기능상태를 고려하지 않는 경우

4

4

9

34

7.8

7.8

17.7

66.7

소계 51 100.0

주/

주

사업

사업형태

사업 수행하지 않음

노인 단독

비노인도 포함

46

1

30

59.7

1.3

39.0

소계 77 100.0

 사업 상

보건소 방문노인

경로당 이용노인

재가 허약노인

재가 장애노인

복지시설 입소노인

기타

4

14

-

-

-

4

18.2

63.6

-

-

-

18.2

소계 22 100.0

상노인 선정기

특정질환만을 고려하는 경우

기능상태 척도만을 고려하는 경우

특정질환과 기능상태 척도를 고려하는 경우

특정 질환이나 기능상태를 고려하지 않는 경우

-

1

4

13

-

5.6

22.2

72.2

소계 18 100.0

주: 여기에서 허약노  장애노인의 정의는 지역사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통상 으로 개념을 이용하 는데, 

허약노인은 신체수발은 필요하지 않으나, 거동이 불편하여 좀처럼 외출하지 않는 노인, 장애노인은 하루

종일 거의 워지내는 노인이고 신체수발이 기본 으로 필요한 노인으로 정의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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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교육사업의 경우, 노인계층만을 상으로 한 독자사업을 실시하는 보건

소는 체(총 97개소)의 17.5% 정도로 나타났고, 부분의 보건소가 비노인계층

과 함께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 상도 보건소를 방

문하는 노인 는 경로당 이용노인을 상으로 주기 으로 방문하여 교육을 실

시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는데, 비록 방문보건사업과 연계하여 가정방문 시 교

육을 실시하고 있는 보건소가 있기는 하지만 매우 조한 수 이다. 보건교육

의 내용으로도 고 압, 염, 당뇨병 등과 같이 만성성인병에 국한되어 있고, 

치매와 련된 교육을 하는 경우도 다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보건교육을 실시할 때에 상노인의 기능상태를 고려하고 있는 보건

소가 체(총 79개소)의 25.4% 수 인데, 술한 바와 같이 일상생활동작(ADL, 

IADL)의 수행정도를 고려하는 정도에 머무르고 있다. 

  결과 으로 보건소의 건강검진이나 보건교육사업도 노인의 신체  기능상태

를 고려하기보다는 질병의 발견과 리차원에서만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나 허약노인의 발굴이나 장애 방차원에서의 사업은 수행하고 있지 못한 것으

로 단된다. 

  한편,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  가장 보편 으로 실시하고 있는 사

업 의 하나가 만성질환 리사업이다. 이는 노인계층에게서 많은 이환율을 

보이고 있는 질환이기는 하지만 일반 비노인의 성인계층에게도 빈발하는 질환

이기 때문에 모든 지역사회거주자를 사업의 상으로 하고 있어 노인만을 상

으로 한 단독사업을 실시하는 보건소는 일부에 그치고 있다. 그 지만, 리

상의 만성질환이 부분이 고 압, 당뇨병  염에 국한되고 있는데, 주로 

보건소 방문노인이나 경로당 이용노인을 상으로 질병 리를 하는 보건소가 

체(총 91개소)의 71.5%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러한 가운데에 재가에 

있는 허약 는 장애노인까지 리 상으로 하는 보건소도 17개소( 체의 

18.7%)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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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 보건소 건강검진  보건교육사업 실태

사업 실태 빈도 비율(%)

암검진

사업형태

사업 수행하지 않음

노인 단독

비노인도 포함 

 7

 1

88

7.3

1.0

91.7

소계 96 100.0

 사업 상

보건소 방문노인

경로당 이용노인

재가 허약노인

재가 장애노인

복지시설 입소노인

기타

18

4

2

1

-

53

23.1

5.1

2.6

1.3

-

68.0

소계 100.0

상노인 선정기

특정질환만을 고려하는 경우

기능상태 척도만을 고려하는 경우

특정질환과 기능상태 척도를 고려하는 경우

특정 질환이나 기능상태를 고려하지 않는 경우

10

1

13

40

15.6

1.6

20.3

62.5

소계 64 100.0

일반

검진

사업형태

사업 수행하지 않음

노인 단독

비노인도 포함

15

18

53

17.4

20.9

61.6

소계 86 100.0

 사업 상

보건소 방문노인

경로당 이용노인

재가 허약노인

재가 장애노인

복지시설 입소노인

기타

30

5

2

-

1

24

48.4

8.1

3.2

-

1.6

38.7

소계 62 100.0

상노인 선정기

특정질환만을 고려하는 경우

기능상태 척도만을 고려하는 경우

특정질환과 기능상태 척도를 고려하는 경우

특정 질환이나 기능상태를 고려하지 않는 경우

5

3

7

35

10.0

6.0

14.0

70.0

소계 5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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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 계속

사업 실태 빈도 비율(%)

방

종

사업형태

사업 수행하지 않음

노인 단독

비노인도 포함

3

23

80

2.8

21.7

75.5

소계 106 100.0

 사업 상

보건소 방문노인

경로당 이용노인

재가 허약노인

재가 장애노인

복지시설 입소노인

기타

48

6

8

2

1

28

51.6

6.5

8.6

2.2

1.1

30.1

소계 93 100.0

상노인 선정기

특정질환만을 고려하는 경우

기능상태 척도만을 고려하는 경우

특정질환과 기능상태 척도를 고려하는 경우

특정 질환이나 기능상태를 고려하지 않는 경우

7

2

8

60

9.1

2.6

10.4

77.9

소계 77 100.0

보건

교육

사업형태

사업 수행하지 않음

노인 단독

비노인도 포함

5

17

75

5.2

17.5

77.3

소계 97 100.0

 사업 상

보건소 방문노인

경로당 이용노인

재가 허약노인

재가 장애노인

복지시설 입소노인

기타

20

52

4

-

-

10

23.3

60.5

4.7

-

-

11.6

소계 86 100.0

상노인 선정기

특정질환만을 고려하는 경우

기능상태 척도만을 고려하는 경우

특정질환과 기능상태 척도를 고려하는 경우

특정 질환이나 기능상태를 고려하지 않는 경우

15

1

19

44

19.0

1.3

24.1

55.7

소계 79 100.0

주: 여기에서 허약노인  장애노인의 정의는 지역사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통상 으로 개념을 이용하 는데, 

허약노인은 신체수발은 필요하지 않으나, 거동이 불편하여 좀처럼 외출하지 않는 노인, 장애노인은 하루

종일 거의 워지내는 노인이고 신체수발이 기본 으로 필요한 노인으로 정의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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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보건의료사업의 경우, 보건소가 수행하고 있는 사업  가장 표 인 

사업이라고 할 수 있으며, 특히 거동불편자, 재활장애인, 독거노인 등 소득 

소외계층 가족을 상주22)으로 건강 리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서비

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다른 어떤 사업보다 노

인계층과 련이 많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방문보건사업 에서 의사나 방문간

호사에 의한 서비스는 거의 부분의 보건소에서 제공되고 있는 반면에, 이에 

비해서 물리치료사에 의한 방문물리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보건소는 의사‧방

문간호사에 의한 경우보다도 훨씬 은 반수 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방문보건의료사업과 련해서는 특징 인 것은 건강증진이나 건강검진, 보건

교육 등과 같은 사업에 비해서 성노인을 선정할 때 기능상태를 고려하고 있

다는 이다. 를 들면 의사에 의한 방문진료사업은 체 보건소(총 84개소)의 

83.4%, 방문간호사에 의한 방문간호사업은 체 보건소(총 105)의 78.3%, 그리

고 물리치료사에 의한 방문물리치료사업은 체 보건소(총 44개소)의 79.64%가 

어떠한 형태이든 간에 기능상태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본 연구에서 지향하고 있는 허약노인 선정지표를 고려하고 있는 보건

소는 무한 실정이다. 

주22) 보건복지부, 2004년도 방문보건사업 운 지침,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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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 보건소 만성질환 리  방문보건의료서비스 실태

사업 실태 빈도 비율(%)

만성

질환

리

사업형태

사업 수행하지 않음

노인 단독

비노인도 포함

2

5

93

2.0

5.0

93.0

소계 100 100.0

 사업 상

보건소 방문노인

경로당 이용노인

재가 허약노인

재가 장애노인

복지시설 입소노인

기타

41

24

14

3

-

9

45.1

26.4

15.4

3.3

-

9.9

소계 91 100.0

상노인 선정기

특정질환만을 고려하는 경우

기능상태 척도만을 고려하는 경우

특정질환과 기능상태 척도를 고려하는 경우

특정 질환이나 기능상태를 고려하지 않는 경우

45

1

18

25

50.6

1.1

20.2

28.1

소계 89 100.0

방문

진료

(의사)

사업형태

사업 수행하지 않음

노인 단독

비노인도 포함

6

12

81

6.1

12.1

81.8

소계 99 100.0

 사업 상

보건소 방문노인

경로당 이용노인

재가 허약노인

재가 장애노인

복지시설 입소노인

기타

-

5

27

48

1

4

-

5.9

31.8

56.5

1.2

4.7

소계 85 100.0

상노인 선정기

특정질환만을 고려하는 경우

기능상태 척도만을 고려하는 경우

특정질환과 기능상태 척도를 고려하는 경우

특정 질환이나 기능상태를 고려하지 않는 경우

3

3

67

11

3.6

3.6

79.8

13.1

소계 8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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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 계속

사업 실태 빈도 비율(%)

방문

진료

(간호사)

사업형태

사업 수행하지 않음

노인 단독

비노인도 포함

-

10

101

-

3.0

91.0

소계 111 100.0

 사업 상

보건소 방문노인

경로당 이용노인

재가 허약노인

재가 장애노인

복지시설 입소노인

기타

-

6

49

42

-

8

-

5.7

46.7

40.0

-

7.6

소계 105 100.0

상노인 선정기

특정질환만을 고려하는 경우

기능상태 척도만을 고려하는 경우

특정질환과 기능상태 척도를 고려하는 경우

특정 질환이나 기능상태를 고려하지 않는 경우

2

5

74

20

2.0

5.0

73.3

19.8

소계 101 100.0

방문

진료

(물리

치료사)

사업형태

사업 수행하지 않음

노인 단독

비노인도 포함

19

7

41

28.4

10.5

61.2

소계 67 100.0

 사업 상

보건소 방문노인

경로당 이용노인

재가 허약노인

재가 장애노인

복지시설 입소노인

기타

4

7

9

25

-

1

8.7

15.2

19.6

54.4

-

2.2

소계 46 100.0

상노인 선정기

특정질환만을 고려하는 경우

기능상태 척도만을 고려하는 경우

특정질환과 기능상태 척도를 고려하는 경우

특정 질환이나 기능상태를 고려하지 않는 경우

4

5

30

5

9.1

11.4

68.2

11.4

소계 4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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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특정보건소의 노인보건사업내용: 문가집단인터뷰 결과

  본 연구에서는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노인보건사업의 내용을 보다 심층

으로 악하기 해서 보건소를 직  방문하여 련자를 면 하 다. 본 면

은 일차 으로 인터넷 검색  외부자문가의 조를 통하여 노인보건사업을 

활발하게 실시하고 있다고 단되는 보건소를 임의 으로 선정하고 이차 으로 

상 보건소를 직  방문하는 방법을 사용하 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도시지

역 3개소, 농 지역 2개소, 도농복합도시지역 3개소의 보건소 계자들을 면

하 다. 심층 인 면  조사를 통하여 재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노인보

건사업의 방향과 사업 수행에 있어 애로  등을 악하여 허약노인 상의 보

건의료서비스 내용  수행체계를 개발하기 한 기  자료로 활용하 다.

가. 사업 내용  방법

  술한 보건소에서 노인을 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보건사업은 크게 보건소 

내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 보건소 외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 연계

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보건소의 다른 사업 상과 달리 노인의 경우 방문

보건사업의 상이 되는 경우가 많고 이동 진료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은 보건소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으로 구분하 고 복지 , 학교 

등 지역사회 자원과 노인을 연결하는 사업은 연계사업으로 분류하 다.

  1) 보건소 내부 사업

  보건소 내부에서 수행되는 사업은 상자의 건강상태에 따라서 만성질환에 

이환되지 않았거나 재 질환의 정도가 경미하여 이동에 어려움이 없는 건강한 

노인을 상으로 실시되는 건강증진사업, 고 압 등의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을 상으로 하는 만성질환 리 사업이 있다. 한 보건소에 내원하는 노

인을 상으로 무작 로 실시되는 검사  진료사업, 물리치료, 방 종 사업

이 있다. 이  검사, 진료, 물리치료, 방 종 등의 사업은 모든 보건소가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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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게 실시하는 것이므로 본 에서는 이에 해서는 별도로 언 하지 않았

다. 단, 보건소에 따라서는 기존의 양방진료 뿐만 아니라 한방진료, 치과진료를 

실시하기도 한다.

  건강증진사업은 술한 보건소 상 우편설문조사의 결과와 동소이하다. 

그런데 심층면 을 실시한 몇 개 보건소의 경우 운동  양 로그램을 실시

하기 에 악력, 순발력, 유연성, 근지구력 등의 기 체력을 측정하여 그 결과

를 바탕으로 각 노인에게 합한 운동을 처방하는 로그램을 실시하 다. 이

러한 방법을 이용할 경우 근거를 심으로 각 상자의 건강상태에 맞춘

(customized) 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으므로 그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다. 그러

나 재 우리나라에는 노인을 상으로 하는 기 체력 진단 기 이 명확하게 

설정되지 않아서 기존에 발표된 50세 이상의 기 을 그 로 용하거나 진단 

항목을 서로 비교하여 특별히 부족하거나 문제가 있는 항목을 심으로 처방을 

실시하고 있었다.

  만성질환 리사업은 주로 고 압, 당뇨, 뇌졸 에 집 되어 있었다. 그런데 

몇몇 보건소에서는 염 자조교실을 운 하여 노인들의 참여도  만족도가 

높았다. 한 치매 방에 한 로그램을 실시하는 보건소도 많았는데, 치매의 

경우 사회성 향상과 련된 로그램을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었다.

  2) 보건소 외부 사업

  보건소 외부에서 실시되고 있는 표 인 사업으로는 방문보건사업, 경로당 

사업, 이동 검진  진료 등이 있다. 이  이동 검진  진료의 경우 주로 경

로당이나 복지 을 순회하는 방법으로 실시되고 있었다.

  방문보건사업은 모든 보건소에서 공통 으로 실시되고 있는 사업으로 심층면

 상 보건소  몇몇 보건소는 도시형 방문보건사업 시범보건소로 지정되어 

국비 지원을 받고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보건소에서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서 개발한 방문보건사업 상자 사정 도구에 따라 상자를 분류하여 각 상

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심층면  상 보건소  일개 도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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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지역 보건소에서는 할 지역  가구를 사업 상으로 하여 력 학에

서 개발한 설문지를 사용하여 가구원을 사정한 후 이러한 자료를 데이터베이스

화하여 각 가구에 합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방법은 과학

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보건사업을 실시하기에 합한 방법이라고 단되지만, 

량의 산과 인력 지원이 필요하다.

  경로당 노인보건사업에서는 주로 운동 등의 건강증진 로그램, 고 압, 당뇨 

등의 만성질환 리 사업을 실시하고 있었다. 이러한 사업은 보건소 담당 간호

사가 주축이 되어 비정규직 간호사 채용  자원 사자 모집 등을 통한 인력 

충원으로 제공되고 있었다. 할 지역내의 경로당을 순회하기 해서는 인력 

보강이 필수 이다. 특정 보건소에서 실시하여 효과가 있었다는 로그램은 다

른 보건소에서 벤치마킹하기 때문에 경로당 노인보건사업에서 실시하고 있는 

로그램은 보건소별로 유사하 다. 

  3) 연계사업

  연계사업은 주로 지역사회 의료기 , 복지 , 종교기 , 자원 사자와 노인을 

연결하는 방법으로 수행되고 있다. 의치보철과 같은 고가의 서비스는 국비만으

로 해결하기에 어렵기 때문에 복지 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다. 한 일부 보

건소에서는 지역사회 의료기 과 노인을 연결하여 의료비 감면 등의 서비스를 

극 으로 실시하고 있었다. 차량지원서비스, 이‧미용서비스, 화 걸어주기 

 가정방문, 부식지원 등 노인의 일상생활에 한 서비스를 연계하기도 하

다. 이러한 복지서비스의 경우 복지   시청이나 군청의 노인복지 련 과와 

조아래 실시되고 있었다.

나. 문제   제언

  본 심층면 에는 보건소 담당자들이 생각하는 노인 상 보건사업의 문제 , 

애로   해결방안에 한 제언을 포함하 다. 면  결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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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층면 을 실시한 보건소 담당자들이 공통 으로 지 한 문제 은 산 부

족과 인력 부족이었다. 이 두 가지 문제 은 서로 맞물리는 부분이 있어서 

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새로운 인력을 채용할 수 없기도 하고, 새로운 인력을 

보충할 수 없기 때문에 산을 더 확보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특히 문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보건사업의 질을 하시킬 수 있다. 방문보건사업을 

로 든다면, 주 2회 방문이 필요한 노인에게 주 1회 방문으로 그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한 보건사업의 경우 여러 직종의 인력이 (team)으로 수

행하는 것이 효율을 높일 수 있어서 운동 로그램을 실시하더라도 운동처방

사, 간호사, 물리치료사가 력하여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그러

나 실 으로 공무원의 증원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면  상 부분의 

보건소에서 비정규인력을 사용하고 있었고 이에 따라 사업의 연속성을 보장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다. 산 부족에 있어서는 연구와 련된 산을 

편성하기 어렵다는 문제 도 지 하 다. 심층면  상 보건소의 경우 자체

으로 모든 보건사업을 실시한다기보다는 인근의 의과 학, 보건 학 등과 력

하여 로그램 기획, 평가 등에 해서 자문을 받거나 연구 용역을 의뢰하여 

그 결과를 용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러한 산을 사용하는데 있어 여러 가지 

제약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음을 토로하 다.

  노인보건사업 상자가 제한 이라는 문제 을 제기하 다. 여기서 제한 이

라는 것은 상자 수와 건강상태의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볼 수 있다. 첫째, 

상자 수에 한 측면에서 살펴본다면, 보건소 내부에서 실시되고 있는 보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상자의 수는 보건소마다 차이가 있으나 연  몇 십명

에서 몇 백명 수 이다. 한 방문보건  경로당 노인보건사업의 상자는 한 

개 보건소를 제외하고는 몇 백명 수 이었다. 따라서 지역사회 보건사업이라고 

하기에는 사업 상범 가 무 제한 이라는 것이며 이에 한 개선이 필요하

다. 둘째, 재 방문보건사업의 상자는 주로 독거노인, 거동불편자에 집 되

어 있으며,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나 경로당, 복지  등에서 실시하

고 있는 사업은 거동이 가능하여 스스로 사업이 실시되고 있는 장소까지 이동

할 수 있는 노인이 그 상자이다. 즉, 보건소, 경로당, 복지 으로 오기가 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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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거동이 다소 불편한 노인들(重度의 허약노인)이 보건사업의 사각지 에 놓

인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노인들은 집밖으로 나오는 것을 꺼리기 때문에 

신체활동  사회활동이 부족하여 가속 으로 건강이 나빠진다는 것이다. 더욱

이 이와 같은 노인들은 부상의 험이 높기 때문에 실제 으로 필요한 근력 강

화나 운동 지도 등의 서비스는 실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노인들을 

보건사업이 실시되고 있는 장소로의 외출을 가능하도록 차량지원 등의 조치를 

취하거나, 방문보건사업 상자로 편입시켜서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을 지

도하는 사업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하기도 하 다.

  노인을 상으로 하는 사업이 부족함을 지 하 다. 정부에서는 출산 고령

화 시 라는 것은 강조하고 있으나 실제로 노인에게 어떠한 보건사업을 실시해

야 하는지를 제시하고 있지 않아서 일선 보건소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었

다. 부분의 노인이 만성질환에 이환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 을 가지

고 있으나 각 노인마다 건강에 한 요구가 다르므로 다양한 로그램이 필요

하다는 것이다. 한 본 연구의 심층면  상 보건소에서는 그 지역에 합하

고 색다른 로그램을 실시하기를 희망하고 있었다. 1990년  반이후 ‘경로

당 노인 보건사업’이 새로운 유행처럼 시작되어 재는 거의 모든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다. 이 사업의 경우 자원 사자가 많이 필요하고, 노인들이 경로당

이라는 물리  공간으로 모여야 한다는 제한 이 있으므로 다른 형태의 노인보

건사업이 개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 노인을 상으로 하는 로그램은 

안 성을 기본으로 해야 하는데 이런 측면에서 부족함을 드러내는 로그램이 

있다는 것을 지 하 다.

  그 외에도 보건사업과 복지사업의 실제 인 연결에 한 제언을 하 다. 건

강한 노인의 경우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복지 부문과 연계가 필요하다

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복지사업을 실시하기 한 산을 보건소에서 편성

할 수 없다는 문제 을 지 하 다. 한 보건지소를 극 으로 활용하는 방

안을 제언하 다. 농 지역의 경우 보건지소가 지역마다 설치되어 인력이 배치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인력에 한 교육을 실시한다면 소지역을 단 로 보

건사업을 수행하기에 효율 이라는 것이다.



제 5 장 외국의 허약노인 보건의료체계의 실태와 

시사

제 1  일본

  일본은 노인계층을 상으로 한 보건의료서비스정책을 보면, 별도의 법령에 

의한 노인보건제도가 마련되어 체계 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각 지자

체에서도 독자 인 서비스를 개발하여 상노인에게 제공하고 있는데, 이는 노

인보건제도를 보완 는 지원하는 형태를 띠고 있다고 하겠다. 노인보건제도는 

1982년에 신설된 노인보건법에 의해서 각종 서비스  노인의 의료비를 지불하

는 제도인데, 그 이 에는 1963년에 제정된 노인복지법에 의해 노인건강검진, 

노인보건학 , 재가노인 기능회복훈련, 노인건강상담, 재가노인 가정간호 방문

지도사업 등 일부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었고, 1973년도부터는 노인복지법을 개

정하여 의료비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노인의료비지 제도에 의해서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었다. 

  노인보건법에 제정되고 나서 노인복지법 는 지자체에서 자체 으로 추진되

던 서비스가 동법에 의해 제공되기 시작하 고, 1986년도에는 와상노인을 한 

노인보건시설이 개설되었으며, 1991년도에는 노인방문간호제도가 도입되어 시

행되고 있었다. 

  그리고 각 지자체에서는 2000년도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으로 보험자( 리

운 자)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는데, 장기요양보험재정의 안정화  노인의료

비 감 책의 일환으로 허약  장애노인에 한 장기요양 방  지연서비스

를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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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인보건제도의 내용

  노인보건제도의 사업내용은 크게 건강수첩 교부, 건강교육, 건강상담, 건강검

진, 기능훈련  방문지도로 구성되어 있고, 사업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

과 같다. 

  건강수첩은 기본 으로 75세 이상 자와 75세 미만자로 와상상태에 있는 자에

게 교부되고, 이외에 건강검진 수진자로 희망자에 한하여 교부되고 있다. 건강

교육은 40세 이상인 자를 상으로 하고 있지만, 내용에 따라서 가족이 포함되

는 경우가 있다. 주요 사업내용은 각종 주요 만성질환의 험인자(risk factor)로 

알려져 있는 고 압, 고지 증  당뇨병 보유자, 흡연자에게 건강교육을 실시

하고 있는데, 특히 치주질환, 골다공증, 약물복용 에 한 건강교육은 허약노인

에게 요한 서비스라 할 수 있다. 건강상담은 건강교육과 상자가 동일하고, 

주요 상담내용도 주요 만성질환에 한 리상담이다. 건강검진은 암, 심장병, 

뇌졸  등 생활습 병의 방  조기발견을 해서 연 1회 검진을 실시하고 

있는데, 수진자는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고 있다. 검진결과를 기 으로 要醫療로 

정된 자에게는 의료기 의 수진, 要指 로 정된 자에게는 방문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외에 치주질환  골다공증 검진도 실시하고 있다. 그

리고 기능훈련서비스가 낙상 방, 실 방  체력증진을 목 으로 한 체조나 

수공 작업을 통한 작업치료훈련 등이 제공되고 있다는 이 특징 이라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노인보건제도에 의한 사업의 상이 노인계층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40세 이상자와 그 가족이라는 것이다. 다만, 의료비 지원은 75세 이상 

노인과 65세 이상 와상노인으로 한정하고 있다주23). 

주23) 2000년도 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됨으로써 노인보건시설 요양비, 노인방문간호 요양비와 

노인의료비의 일부가 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지불하는 것으로 이 되었고, 노인의료비제도

에 해서는 2001년도에 월부담 상한선내에서의 의료비 정률(10%)부담방식이 도입되고, 

2002년도부터는 수 상자를 75세로 상향조정하 다(日本厚生統計協 , 2003年 國民衛生

の動向,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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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일본 노인보건사업의 내용

유형 사업 상자  내용 실시장소

건강수첩교부

< 상자>

․노인보건법의 의료수 자격자

․건강검진수진자, 요개호자로 희망하는 자 

<내용>

․의료수 자증, 의료기록  보완

․건강검진, 건강교육, 건강상담, 기능훈련, 방문지도의 기록

․생활습 행동 악

․생활습 병 방  노후 건강유지, 한 의료지식에 해서는 

시정 이 자체 으로 작성

건

강

교

육

개별교육

집단교육

수발가족교육

< 상자>

․기본건강검진 결과, 要指 로 정된 자

<내용>

․개인의 생활습 을 구체 으로 악하면서 지속 으로 개별교육 

실시(고 압, 고지 증, 당뇨병, 흡연자 개별건강교육)

< 상자>

․40세 이상인 자 (필요에 따라 가족 포함)

<내용>

․건강교실, 강연회방식으로 교육실시 

  (치주질환, 골다공증(낙상 방), 병태별교육, 약물교육, 일반건강교

육 등)

< 상자>

․40세 이상인 자 에서 가족수발담당자

<내용>

․수발자에게 발생되기 쉬운 건강상 문제에 한 일반지식

시정 보건센터

의료기

건

강

상

담

상담

종합상담

수발가족상담

< 상자>

․40세 이상인 자 (필요에 따라 가족 포함)

<내용>

․폭넓게 상담할 수 있는 창구를 개설, 건강상담을 실시

  (고 압, 고지 증, 당뇨병, 치주질환, 골다공증, 병태별 건강상담)

․ 상자의 심신건강에 한 일반  사항 지도  조언

․가족수발담당자의 심신건강에 한 지도  조언

시정 보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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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 계속

유형 사업 상자  내용 실시장소

건

강

검

진

기본검진

방문검진

수발가족검진

< 상자>

․40세 이상인 자 (필요에 따라 가족 포함)

<내용>

․필수항목: 문진, 신체계측, 이학  검사, 압측정, 검뇨, 순환기검

사, 총콜 스테롤, HDL콜 스테롤, 성지방, 간기능검

사, 신기능검사, 당검사, 선택항목, 심 도검사, 안 검

사, 빈 검사, 헤모 로빈A1C검사

< 상자>

․40세 이상 와상자

<내용>

․기본검진항목에 함

< 상자>

․40세 이상 가족수발자

<내용>

․기본검진항목에 함

치주질환검진

< 상자>

․40세  50세 해당자

<내용>

․검진항목(문진, 치주조직검사)

골다공증검진

< 상자>

․40세  50세 해당여성

<내용>

․검진항목(문진, 골 도측정)

건강도평가

< 상자>

․40세 이상인 자

<내용>

․생활습 행동 질문표, 사회생활환경 방문질문표 배부

․질문표회답 결과  기본검진 결과  문진방법에 의한 식생활, 

운동, 휴양 등에 한 개인생활습 을 악, 평가하여 해당당사자

에 합한 보건서비스를 제공하기 한 계획 책정

․개인별 구체 인 생활습  개선방법 제시

간염검진

< 상자>

․40세, 45세, 50세, 55세, 60세, 65세, 70세로 기본검진 해당자

<내용>

․간염바이러스 검진

시정 보건센터

보건소

검진차

의료기

수진지도

< 상자>

․기본검진 결과 要醫療 정자

<내용>

․의룍기 에 수진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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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 계속

유형 사업 상자  내용 실시장소

기능훈련

A형(기본형)

< 상자>

․40세 이상인 자로 질병, 외상 기타 원인으로 신체, 정신기능의 장

애  하에 한 훈련을 할 필요가 있는 자

<내용>

․시정보건센터 등의 시설에서 실시

  (낙상 방, 실 방, 체력증진 목 의 체조, 서 , 그림, 도 , 가

죽세공 등 수공  작업훈련, 크리에이션  스포츠, 교류회, 간

담회 등)

B형(지역참가형)

< 상자>

․허약노인

<내용>

․집회장, 공민  등 인근시설, 공원 등에서 실시

  (스포츠, 서 , 공 창작에 의한 활동, 지역행사장에서의 활동

시정 보건센터

노인복지센터

특별양호노인홈

노인보건시설

공민  

방문지도

< 상자>

․40세 이상인 자로 심신상태  주변환경을 고려하여 요양상의 보

건지도가 필요한 자

<내용>

․가정에서의 요양방법 등에 한 지도

․수발필요상태의 방지도

․가정에서의 기능훈련방법, 주택개조, 복지용구 사용지도

․가족수발담당자의 건강 리지도

․생활습 병의 방지도

․ 련제도의 활용방법 지도

․치매에 한 올바른 지식 지도

가정

  일본은 노인보건사업을 기간별로 계획하여 실시하고 있는데, 재에는 제4차

계획(2002～2004년)이 추진 에 있는데, 이 기간동안 으로 다루어질 질

환으로 사망이나 생활의 질 하를 발생시키는 암, 뇌졸 , 심장병, 당뇨병을 

선정하고, 뇌졸 과 심장병의 험인자인 고 압과 고지 증, 고령기의 생활의 

질과 련성이 높은 치매, 골다공증  치주질환을 리 상으로 하고 있

다. 그리고 사업은 술한 바 있지만, 생활습  개선을 통한 질병 방 책

의 추진, 장기요양상태를 방하는 책 추진, 이를 효과 으로 추진하기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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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개개인의 상자에게 서비스의 필요성을 악, 평가하여 개개인에 합한 

최  서비스를 지원해 주기 한 건강도 평가 실시, 노인보건복지계획 수립 등

이 있다. 

  노인보건사업의 재원은 정부 산 등으로 조달되고 있는데, 보건사업비용은 

앙정부와 역자치체(道都府縣)의 부담으로 충당되고 있고, 노인의료비는 정

부와 건강보험제도로부터의 갹출 으로 충당되고 있다. 

  그런데 그 동안 노인보건법에 의해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받았던 허약  장

애노인은 공  개호보험제도를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받게 되었는데, 이에는 주

간재활, 방문재활, 방문간호서비스  노인보건시설에서의 보호가 포함된다. 그

지만 여 히 공 개호보험제도권에서 벗어나 있는 허약노인들은 노인보건법

에 의해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 

  2. 장기요양 방사업

  최근 일본에서는 장기요양보험(개호보험)제도의 재검토를 비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검토사항 에서 장기요양 방사업에 한 검토가 에 띄고 있다. 

그 이유는 지난 3개년간 장기요양보험 수 자의 변화를 볼 때, 비교  기능상

의 장애상태가 낮은 등 (요지원  요개호 1등 )에 해당하는 수 자가 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데, 그 원인을 허약상태에 놓여 있는 노인

이나 경증의 장애상태에 있는 노인에 한 장기요양 방사업이 부재하 다는 

데에서 찾고 있다(增田, 2004) 

  이러한 실태를 감안하여 일본 동경도 노인종합연구소에서는 장기요양 방긴

책실을 설치하여 허약  경증장애노인을 상으로 한 로그램을 개발하여 

국 시정  보건센터에 보 하고 있다. 여기에서 장기요양 방 로그램을 정리, 

열거하면 [그림 5-1]과 같고, 주요 로그램에 해서 설명하고자 한다주24). 

주24) 이 내용은 鈴木‧大淵 監修, 介護豫防完全マニュアル, 東京都老人總合硏究所, 2004를 참고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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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일본 장기요양 방 로그램의 내용

<요주의고령자의 조기발견> < 처법>

생활기능 하 ➡ 근력향상훈련

낙상 험자 ➡ 낙상 방교실

경증 치매 ➡ 치매 방교실

뇨실  경험자 ➡ 뇨실 방교실

양상태 ➡ 양 방교실

발의 불편상태 ➡ 한 신발  인솔조정

구강 어 ➡ 치아닦기  의치조정

  고령자 근력향상훈련은 웨이트 트 이닝을 이용한 고부하 근력증강트 이닝

을 심으로 한 로그램으로 허약고령자의 신체기능을 단기간(3개월)에 향상

시키고 있다. 주로 앉은 자세에서 운동이 실시되기 때문에 요개호 1등 이나 2

등 , 는 기립상태에서 운동이 가능하지 않은 노인에게도 합하다는 것이다. 

이는 의료 련 직종과 체육 련 직종의 직원들이 상호 연계하여 근력뿐만 아니

라 체력의 각종 요소를 포 으로 훈련시킴으로써 장기요양상태에 빠지지 않

도록 하는 것을 주 목 으로 하고 있다. 

  자기 리형 근력증강 로그램은 서서히 신체기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 으

로 하는 로그램으로 신체기능측면에서의 효과는 떨어지지만, 신체운동의 구

조를 이해한다는 지 인 측면의 효과를 제공함으로써 운동을 지속시켜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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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이다. 특정도구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어느 고령자도 손쉽게 할 수 있

다. 이는 고령자 근력향상훈련보다는 체 으로 신체기능이 높은 노인을 상

으로 하고 있고, 이러한 로그램에 익숙해 있는 고령자를 자원 사자로써 활

동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기 때문에 노인의 사회  역할을 창출시킨다는 의

미도 지니고 있다. 

  낙상 방 로그램은 낙상 방에 필요한 근력, 균형감각, 보행능력을 종합 으

로 향상시켜 낙상을 방시키는 것인데, 장기간 무작 화 비교 조시험결과를 

통해 보면 낙상률이 거의 반수 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날 정도로 효과가 

높은 로그램이다. 체 으로 용 상은 건강한 노인으로부터 허약, 장애노

인에게 이르기까지 다양하고, 월 2회 실시하는 운동지도방법과 가정에서 할 수 

있는 6개월 과정의 로그램이 병행 으로 비되어 있다. 

  지역형 치매 방 로그램은 그동안 실시해온 치매교실이 치매증상을 지닌 노

인을 심으로 하 기에 고령자자신의 자립된 방활동으로 연계시키지 못한다

는 단 을 개선시킨 로그램인데, 건강한 노인과 약간의 인지기능에 문제를 

나타내기 시작한 고령자를 상으로 미리 치매에 걸리는 것을 방시킨다는 목

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치매 방교실은 경증의 치매증상이 있어도 증상이 

진행되면 건강한 고령자와 함께 로그램을 실시한다는 것이 불가능해 질 가능

성이 있기 때문에, 경증상태의 고령자만을 상으로 보건사, 간호사, 개호복지

사 등과 같은 문인력이 을 이루어 각종 뇌 활성 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뇨실 방 로그램은 뇨실 방에 요한 骨盤底筋을 강화시킴으로써 뇨실

 발생을 이기 한 것으로 건강한 고령자에서부터 경증 장애노인에 이르기

까지 용 상이 폭넓으며, 骨盤底筋 뿐만 아니라 하지근력, 복근 등을 강화시

키는 훈련도 동시에 실시함으로써 신 인 신체기능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양 방 로그램은 고령이 되면 식사량이 떨어지게 마련인데, 

이러한 식생활로 인하여 근력이나 인지기능의 하를 진시킨다는 에서 

이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실시하는 로그램이다. 이 로그램은 지자체를 단

로 한 개입연구(intervention study)에 따르면 지역의 건강도를 제고시킨 것으로 

나타났고, 동 로그램이 재에 가장 신뢰성이 높은 양 방 로그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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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장기요양 방사업은 지난 2000년도에 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도입할 당

시에 기존의 재택고령자 보건복지추진지원사업을 확충시켜 제도화된 것이고, 

술한 장기요양 방 로그램은 동경도 노인종합연구소가 10여년간의 연구결과

를 토 로 작성한 것으로 지자체가 활용할 강제성은 없다. 그 지만 2000년도

부터 실시하고 있는 장기요양 방‧생활지원사업은 각 지자체가 수립하여 지역

주민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사업으로 제에도 이를 근거로 각 지자체는 허약노

인을 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보면, 장기요양 방사업의 일환으

로 낙상골 방사업(와상방지사업), 육체  활동(physical activity)‧치매개호교

실, 일상생활 련동작(IADL)훈련사업, 지역주민그룹지원사업 등이 있고, 이외에 

고령자식생활개선사업, 운동지도사업이 있는데 이러한 사업의 상자가 허약노

인이라는 것이다.  

제 2  스웨덴

  1. 노인의료보장제도의 개

  스웨덴의 의료보장제도는 공 섹터가 의료제공주체이고, 국민을 포 하는 

보편주의  모델을 갖추고 있다. 보건의료서비스의 재원은 조세로 충당하고 있

으며, 지방정부는 지방세를 가지고 지역진료소나 병원을 운 하고 있다. 이러한 

체계를 지닌 스웨덴은 지난 1970년  이후 변천과정을 보면 1970년 에는 질병

이나 부상의 치료에 을 두고 있었으나, 1980년  반이후에는 방의료에 

해서도 본격 으로 심을 갖기 시작하 다. 그러한 방의료에는 질병이나 

부상을 방하는 방법을 개발함과 동시에 한 식사나 운동, 성생활, 의존성

을 유발시키는 물질에 한 지식보  등도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스웨덴의 의료보장과 련있는 제도로써는 크게 사회보험, 보건의료

서비스와 사회서비스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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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보험은 어떠한 이유이든지간에 주로 여를 통해서 경제  지원을 

하고 있다. 즉, 지방정부가 수행하는 보건의료서비스는 물 여인데 비하여 사

회보험청이 리운 하는 질병보험은 소득보장의 제도로 보건의료서비스를 보

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보건의료서비스는 보건의료법에 의해 지방정부가 주책임을 맡고 있고, 이를 

제공하는 의료기 도 지방정부에 의해 운 되고 있다. 따라서 보건의료서비스

를 제공하는 종사자도 90%가 공무원이고, 재원은 이용자에 의한 일부 본인부

담 이외에는 지방세로 충당되고 있다. 

  그리고 고령자  장애자서비스는 1982년도에 시행된 사회서비스법에 의해서 

기 자치단체에서 제공하고 있고, 재원은 주로 기 자치단체세와 이용자부담

으로 충당되고 있다. 그런데, 1992년도의 에델개 이후 그동안 지방정부에 의해 

운 되던 고령자의 의료업무의 일부가 기 자치단체로 이 된 지역도 있는 실

정이다.  

  2. 에델개 의 개

  스웨덴은 1960년 에 이미 노인인구비율이 10% 에 이르고 있었는데, 당시

에는 고도경제성장을 배경으로 홈헬 서비스가 속도로 발 하기 시작하 다. 

그후 1970년 에 서비스하우스 등과 같은 시설이 등장하면서 고령자서비스의 

합리화가 추진되었고, 1982년도에 사회서비스법으로 고령자나 장애자가 거주지

역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서비스체계를 강화하 다. 다시 말하면, 고령자보호의 

심이 의료에서 복지로, 치료에서 방  생활원조로 바 면서 극 으로 

허약노인을 상으로 장기요양발생을 사 으로 억제하는 방향으로 제도의 틀

을 환하기 시작하 던 것이다. 

  그러나 근본 으로 보건의료는 지방정부가 담당하고, 사회서비스는 기 자치

단체가 담당함으로써 서비스의 책임 역이 불분명해지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어 

고령자의 보건의료복지서비스가 비효율 으로 제공되는 것이 문제로 부각되었

던 것이다. 따라서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1992년도부터 에델개 이 실시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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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시작하 는데, 그 목 은 고령자의 사회  입원환자를 이고, 고령자  장

애자용 주택의 질을 향상시키고, 기 자치단체에 책임을 일원화하여 과거 지방

정부에서 담당하여왔던 고령자의 보건의료서비스의 일부를 기 자치단체로 이

하 다. 다시 말하면, 지구간호사, 간호사, 간호사, 간호조수,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등 고령자보호를 담당하는 직원이 기 자치단체로 이

되었고, 동시에 간호사  간호사를 심으로 기 자치단체의 간병부문의 

인력이 크게 보강되었다. 

  특히, 의사가 치료를 종료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로 병원에 입원해 있는 소

 사회  입원환자의 입원비에 해서는 사회  입원비지불책임의 명목으로 

기 자치단체가 지방정부에 지불하는 것으로 변경하 다. 이로 인하여 기 자

치단체에서는 장기요양시설 뿐만 아니라 수발서비스를 갖춘 의료주택을 확충하

게 되었고, 고령자보호의 질을 향상시켜 가 이면 도의 장애발생을 억제시

키는 방향으로 보건의료정책을 강화하게 되었다. 

  한편, 에델개 에 이어서 1994년도에는 장애자보호분야에도 개 이 이루어졌

는데, 기능장애자에 한 서비스와 지원에 한 법률이 그것이다. 이 법에 의하

면, 기 자치단체는 기능장애자에 해 포 인 책임을 지고 재활서비스를 

극 으로 제공하여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수발서비스를 갖춘 의료주택이나 

방문간호 등과 같은 보건의료서비스 에서 재활서비스나 보조기구를 제공하도

록 하고 있다. 한, 기능장애자의 생활실태를 악하고 방활동을 수행할 책

임을 지게 되어 허약상태자의 기능향상을 제고하기 시작하 다. 

  3. 보건의료서비스구조의 개

  스웨덴의 보건의료서비스는 의료의 권역  수 에 따라서 역의료권단 의 

의료, 지방정부단 에서 이루어지는 의료, 일차보건의료(primary care)의 3층 구

조로 제공되고 있다. 여기에서 역의료권단 의 의료는 국을 6개 지구(인구 

90∼190만명)로 구분하여 고도로 특화된 의료를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각 지

구마다 1, 2개의 역의료권병원이 운 되고 있다. 지방정부수 (우리나라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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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수 )에서는 일차보건의료로 응할 수 없는 환자를 상으로 하고 문

인 외래진료  입원치료를 실시하고 있는데, 지방정부수 의 앙병원과 지구

병원이 각 지방정부 할구역단 로 문의료를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일차보

건의료는 인구 1만명당 정도를 표 으로 하여 국을 약 370개의 일차보건의료

지구로 편성하고 있으며, 해당지역주민에 해서 일차보건의료 진료소가 보건

의료의 기  책임을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일차보건의료에는 외래진료, 외래

간호, 방문간호, 재활서비스가 포함되어 있고, 지구진료소, 지구간호사 진찰실, 

임산부보건센터, 소아보건센터 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이외에 정신과진료소도 

설치되어 있다. 한, 일차보건의료 진료소의 조직구성을 보면, 매우 다양한데 

약 반수 이 의사, 지구간호사, 소아과  임산부과, 물리치료실이 설치되어 

있으며, 노인의 일차보건의료도 지구진료소에서 담당하고 있다.  

  끝으로 고령자에 한 보건의료  복지서비스 책을 보면, 사회성에 설치된 

｢고령화 비 원회 시니어2005｣가 장래의 고령화정책이라는 최종보고서를 통

해서 2005년도 상황을 사회의 실상으로 간주하여 장기 인 고령화정책을 검토

하 다. 이를 보면 에델개 후 10여년이 경과하고  시 에서의 고령자 어의 

충족도  조직개 의 필요성유무 등에 해서 검토할 필요성을 느껴 고령자의

료  복지서비스의 상을 실사하기 한 조사 원회를 설치하 는데, 고령자 

 기능장애자를 한 특별주택이 부족하다는 을 인정하여 보건복지청과 주

택청이 공동으로 책을 마련한 바 있다.  

제 3  호주

  1. 호주의 노인보건의료체계

가. 호주 보건의료체계의 개요

  호주의 보건의료체계는 서비스의 다양함, 다수의 의료서비스 공 자들, 자

조성방법과 규제 메커니즘의 다양성 등 복잡한 구성을 이루고 있다는 특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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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사 부문과 공공부문이 의료서비스를 동시에 공 하고 있으며주25) 각 수

단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 등)의 정부가 이 과정에 개입하고 있다. 연

방정부는 보건의료서비스를 직  제공하기 보다는 보건정책 수립과 자원배분의 

역할, 공 의료보험(Medicare)을 실행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주정부는 연방정부

의 재정지원을 받으면서 범 한 보건서비스 제공의 책무를 지니고 있는데, 

특히 공공병원의 소유와 운  공 보건서비스와 건강증진에 한 업무를 수행

한다. 지방정부의 역할은 지역에 따라 다양하지만 주로 공공보건서비스를 주

하는 역할을 한다. 

  호주의 의료공 자는 공공  사립의료기 들이 폭넓게 존재하고 있는데, 

부분의 1차 진료는 부분 민간에서 개업한 일반의(private practitioner)주26)에 의

해 제공되고 있으며, 문의에 의한 2‧3차 진료는 민간의의 의뢰에 의해 이루어

진다.

  호주의 공공병원은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아 운 되는데, 모든 

호주민과 일정 범 에 속하는 여행자주27)는 본인 부담  없이 공공병원에 입원

할 수 있고, 해당 병원이 지정한 의사에게 진료를 받을 수 있다. 

  호주의 공공병원은 성기 병상(acute care beds)의 약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일반 으로 민간병원보다 규모가 크고 복잡한 의료시술을 제공한다.

  이와는 반 로 민간병원의 경우에는 서비스에 한 의료비를 부과하고, 거기

에서 발생한 수익으로 운 된다. 이 경우 환자는 수가의 부분을 부담하기 

해 개인보험을 이용하기도 한다.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병원은 직‧간

으로 정부보조 을 받으며, 민간부분의 싱홈(nursing home)은 허약노인을 

주25) 호주의 의료체계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나뉘어져 있다 하더라도 그 책임은 일정부분 

정부에게 있다. 한, 정부는 민간부문의 참여를 극 장려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부문에 

한 직‧간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주26) 호주에서 활동하는 의사의 40% 이상이 일반 개업의이고, 환자는 자기가 원하는 일반개업의

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며, 국과는 달리 특정한 개업의에게 등록해야 할 의무는 없다. 

환자는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기 해서는 일반 개업의를 거쳐야 하므로 자연스럽게 문지기 

역할을 수행하며, 개업의의 주요 수입은 행 별수가제에 기반한 의료보험으로부터 얻는다.

주27) 연방정부와 호혜  보건의료 정을 체결한 나라의 국민들은 체류하는 동안 공 의료

보험의 용을 받을 수 있다.



외국의 허약노인 보건의료체계의 실태와 시사 143

한 장기요양병상의 부분을 공 하는 등 보건의료에 있어 요한 역할을 한

다. 과거 민간병원은 덜 복잡하고 비응 의 의료를 제공하 으나, 차 민간병

원에 의한 복잡한 첨단의료 제공이 증가하고 있다.

나. 호주의 의료보험제도

  호주의 의료보험제도는 정부에서 리하는 공 의료보험과 민간 의료보험이 

존재한다. 

  정부가 운 하는 공 의료보험주28)는 1984년 도입된 건강보험제도로서 나이, 수

입에 상 없이 가입되고, 공 의료보험에 가입된 환자는 공공병원에서 무상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으며, 그 재원은 일반 조세와 공 의료보험 조세에 의해 충당되

는데 의료보험 조세는 일정 수입 이상이 되는 사람에게 부과된다. 이 때 민간보험

에 가입된 사람에게는 의료보험 조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의료보험 조세에 의한 

재원은 연방정부가 지출하는 보건의료비의 20%에 달한다주29). 

  앞에서도 서술하 다시피 공 의료보험 가입자는 모든 공공병원에서 무료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공 의료보험 환자들은 의사를 선택할 수 없는 

경우가 보통이지만, 스스로 의사에 한 선택권을 행사할 경우에는 공 의료보

험의 용을 받지 못하는 신, 민간보험으로 커버할 수도 있다. 이때 공 의료

보험에서는 병원비의 일부를 지원해 다.

  외래진료에 해 공 의료보험에서는 진료비의 85%를 신 지불해주고, 이때 

본인부담 이 $50.40을 과하면 공 의료보험 지불을 증가시켜 다. 한 1년 

동안 외래진료를 한 본인부담 이 $280.30(1999년)가 과하면 그 해 나머지 기

간 동안에는 진료비의 100%를 공 의료보험에서 충당해 다.

  공공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은 민간의료보험과 공 의료보험  선택하여 수혜

를 받을 수 있는데, 만약 공 의료보험의 용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정부에서 

주28) 공 의료보험은 모든 호주민들이 보건의료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의료서비스에 한 

근이 용이하도록 도와주며 양질의 의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 으로 한다.

주29) 호주의 총의료비지출은 470억달러(GDP의 8.4%) 이상이며, 이  69.1%는 정부가, 30.9%는 민

간부문이 담당한다(연방정부 49%, 주정부 20%, 민간의료보험 11%, 개인부담 16%, 기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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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 수 의 병실이용  간호비용과 함께 일반의에 의해 부과되는 의료비에 

한 수혜를 받게 된다. 

  민간의료보험(private health insurance)은 공 의료보험에 한 보완  개념으

로 약 44개의 보험회사에 해 선택 으로 가입할 수 있다. 민간의료보험은 가

입자에 해 공공병원과 민간병원의 비용과 공 의료보험으로 커버되지 않는 

부가 인 비용에  여를 제공하는데, 여 내용은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상으로 정해진다. 1999년 재 호주국민들의 약 30.5%가 민간의료보험에 가입

하고 있는데, 이는 1984년 약 50%, 1992년 40.2%에 비해 계속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이러한 감소는 공 의료보험의 인기와 함께 계속되는 보험료의 

증가로 건강하고 은 사람들이 탈퇴하고 있으며, 본인부담 이 증가하는 데 

그 이유가 있다. 이에 연방정부는 민간의료보험을 활성화하기 해 민간의료보

험 가입자에게 30%의 보조 을 지원하고 있다.

  2. 호주의 노인장기요양보호체계

  호주에서는 1997년 노인에 한 서비스 제공계획, 제공자, 수혜자, 재정지원 

등을 규정한 ‘노인보호법’(Aged Care Act 1997)을 제정하고, 본격 인 사업을 

실시하 다. 호주의 장기요양보호주30)는 크게 주거시설보호(residential care)와 

지역사회보호(community care)로 나  수 있으며, 련된 다수의 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그림 참조). 한, 장기요양보호는 의료 달체계, 소득지원, 주거 

 지역사회 서비스와 같은 보다 큰 사회보장의 틀안에서 작동되며, 노인들의 

욕구와 환경에 따라 하게 지원되고 있다. 

  호주의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는 서로간의 역할분담을 통해 재정부담  

서비스 제공 주체로 참여하고 있으며, 주거시설보호의 경우 민간부문주31)이 서

비스 제공자로서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주30) 호주의 노인보호시스템(Aged Care Program)의 목 은 허약노인(frail older people)에 해 

비용 효과 으로 양질의 어(care)를 제공하고, 한 노인 어서비스 제공자들을 지원함

으로써 건강한 삶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주31) 종교단체, 자선단체, 기타 민간부문의 서비스 제공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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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보호 노인

지역사회 보호
(community care)

· HACC
· CACP

공중보건

· 주택
· 1차 보건의료
· 병원서비스

특별서비스

· 대체서비스
· 주간보호센터
· 수발자에 대한 지원 등

주거시설 보호
(residential care)

· nursing home
· hostel

ACAT 사정 서비스

ACAT 사정 서비스

서비스
인증 제도

시설
인가제도

〔그림 5-2〕 호주의 장기요양보호

자료: Australian Government, Department of Health and Ageing, Aged Care in Australia, 2003.

가. 필요 서비스 사정 로그램

  서비스가 필요한 노인들에게 한 로그램을 제공해주기 해서는 노인들

의 신체‧정신‧경제  상태에 한 사정이 필요한데, 호주에서는 연방정부의 재

정지원으로 각 주정부에서 노인보호사정 (ACATs: Aged Care Assessment 

Teams)을 구성하여 노인보호 사정 로그램(Aged Care Assessment Program)을 운

한다. 

  ACATs주32)는 허약노인들에 해 그들에게 한 서비스를 사정하고, 장기

요양에 한 조언을 제공하는 등의 문가  평가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이 과

정에서 ACATs는 환자나 보호자의 욕구를 충분히 반 하고 있다. 국 으로 

주32) ACATs는 노인 문의, 내과 문의,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이 을 이루고 있으며, 원의 

숫자나 구성은 주정부에 따라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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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Ts는 연간 196천명에 해 사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부분의 노인

들에게 주거시설보호(residential care)보다는 지역사회보호(community care)를 추

천하고 있다.

나. 지역사회보호

  지역사회보호(community care)는 도움이 필요한 노인들이 그들의 가정에 머물

고 싶어할 때 제공될 수 있는 서비스로, CACP(지역사회 장기요양보호 팩키지; 

Community Aged Care Package), HACC(재가  지역사회보호; Home and 

Community Care) 로그램이 있다.

  CACP는 자립 인 생활이 불가능하고 복합 인 보호가 필요한 허약노인들을 

상으로 시설보호가 필요한 노인들에게 시설보호 수 의 서비스를 가정에서 

제공하도록 하는 체 서비스로서 ACATs의 사정 하에 개인별로 맞춤서비스가 

제공된다. CACP 로그램은 연방정부의 재정지원으로 이루어지며, 국 으로 

900여개의 서비스 제공자들이 27천개의 서비스 팩키지를 제공하고 있다.

  HACC는 연방정부와 지방정부에 의해 공동으로 제공되는주33) 로그램으로 

이를 통해 허약노인, 장애인 그리고 이들의 간병인에 한 지원이 이루어진다. 

HACC 서비스는 지역사회 간호, 가사지원, 개인간호, 식사제공 로그램, 주거

환경 개선, 교통, 주간보호 등의 서비스를 포함하며, 국에 걸쳐 약 3,500개의 

HACC 서비스가 연간 65만명(2001～2002년)에게 제공되었다.

  특히 이 로그램은 허약계층에 해 통합 인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 

외에 그들의 잔존 자립기능(existing level of independence)을 유지시켜 부 한 

장기입소를 방한다는 목 이 있다.

다. 주거시설보호

  허약노인이 더 이상 그들의 가정에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게 될 때 노인

주33) 연방정부가 HACC 로그램의 소요 재원 60%를 부담하고 나머지 40%는 주정부에서 부담

하는데, 특히, 주정부는 제공되는 로그램 리에 한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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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시설(residential care)에서 서비스를 받게 되는데, 이러한 시설은 크게 싱 

홈(nursing home)과 같이 높은 수 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과, 그 보다 낮은 

수 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호스텔(hostel) 두 종류로 구분된다주34).

  싱홈과 같이 높은 수 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에서는 24시간 내내 서비

스 제공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간호서비스와 함께 주거서비스, 지원서비스, 일상

생활 도움 서비스, 련 치료서비스 등이 제공된다주35). 그리고 보다 낮은 서비

스 제공이 이루어지는 호스텔에서는 주로 일상생활 도움 주의 서비스가 제공

되는데, 여기서도 주거서비스, 지원서비스, 련 치료서비스는 제공되며 한 

간호사가 시설 혹은 가까운 곳에 기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시에는 간호서비스

도 제공된다. 

라. 체 서비스

  체서비스(flexible care)는 허약계층을 상으로 제공되는 두 가지의 주요 

로그램인 지역사회보호 로그램과 주거시설보호 로그램의 물리  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상으로 제공된다. 체서비스는 다목  

서비스(Multipurpose service)와 신  노인보호서비스(Aged Care Innovative 

Pool)가 있는데, 자는 교외지역에 거주하는 서비스 상자의 욕구에 기 하여 

주거서비스, HACC 서비스, 지역사회 간호, 주거 지원, 식사서비스, 아동복지, 

면역, 정신보건, 여성보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후자는 재활, 병원에서 퇴원

한 노인들을 한 지원서비스, 장애를 가진 노인에 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 치매환자를 한 서비스도 제공된다.

주34) 그러나, 이러한 두 가지 서비스는 하나의 시스템 안에서 지원되고 리되므로 노인의 상

태에 따라 연속 인 서비스 달이 이루어지며, 호주 역에 약 3천여개의 시설이 있다.

주35) 지원서비스(support service)로는 세탁, 식사 서비스 등이 있고; 일상생활에 도움 서비스

(personal care service)로는 옷입기, 식사하기, 화장실가기, 목욕하기, 이동하기 등에 한 

서비스가 제공되며; 련 치료서비스로(allied health service)는 물리치료, 작업치료, 크리

에이션 치료 등이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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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종교‧자선단체 민간 주‧지방 정부 계

1996～1997 62.5 25.9 11.6 100.0

2002～2003 65.5 25.8  8.7 100.0

마. 서비스 제공자

  호주의 노인들을 상으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는 다양한데, 민간, 

종교‧자선단체, 지방정부, 주정부 등이 있다. 아래 표는 서비스 제공주체별 주

거시설보호 서비스 제공 황을 나타내고 있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거시

설보호 서비스의 경우, 서비스 제공주체로서의 역할은 종교‧자선단체의 역할이 

가장 크고, 정부의 역할이 가장 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종교‧자선단체는 호

주의 교외지역에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표 5-2〉 제공주체별 주거시설보호 서비스 제공비율
(단 : %)

바. 재정

  호주의 노인보호 로그램의 재원은 정부의 조세수입과 서비스 이용자의 비용

부담으로 이루어진다. 

  호주의 연방정부는 2003～2004 회계연도 동안 노인보호 로그램에 60억 달

러를 지출하 으며, 이  주거시설보호(residential care) 로그램에 45억 달러

를 보조하여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 다. 그 외에 CACPs에는 293백만달러, 

HACC 로그램에는 732백4십만달러를 지출하 고, 주정부가 HACC 로그램

에 지출한 액을 합치면 2003～2004 회계연도 동안 HACC 로그램에 지출한 

비용은 총 12억달러가 된다. 

  체 으로 호주의 연방정부가 노인보호 로그램에 지출한 비용은 GDP의 

0.7% 수 이다.

  주거시설보호(residential care) 로그램과 지역사회보호(community care) 로

그램의 수혜자는 그들이 이용하는 로그램에 해 일정 부분의 이용료를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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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하는데, 호주 정부는 이들의 본인부담  상한액을 지정하고 있어 경제

인 이유로 서비스에 한 근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배려하고 있다.

제 4  기타

  1. 국

  Darlington 로젝트는 1983년 국정부의 지원으로 장기요양병원 퇴원환자를 

한 지역사회 심 서비스의 효과를 평가하기 한 시범사업이다. 이 사업은 

사례 리자(case manager)를 표 으로 활용한 비용효과 인 통합서비스의 제

공에 목표를 두고 있다주36). 사례 리자는 각 문분야 력 노인진료 의 구

성원으로서 환자의 욕구를 사정하고 어계획을 세우며 이를 수행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의료와 복지서비스 기 간의 원활한 연계를 조정한다. 각 사례

리자는 20명 정도의 환자를 상으로 시설서비스(요양병원) 비용의 2/3 한도 내

에서 배정된 산을 리하여야 한다. 

  이 사업에 한 평가결과 상자의 의욕상승, 만족도 증가, 우울증상 감소 등 

삶의 질 반에 걸쳐 정 인 향을 미친 것으로 드러났다. 한 입원율 감

소, 재택일수 증가, 비용 감 등의 효과도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결

과의 일반화에 있어서는 다소 부정 인 면도 있었다. 즉, 사업의 상자인 퇴원

환자들이 단기입원환자들로 비교  퇴원이 용이한 자들이었다.  상자들은 

신체 , 정신  취약노인  사회  지지체계를 어느 정도 확보했거나 독거노

인  등도 이하의 의존도를 지닌 허약노인계층이었다.

  2. 미국

  PACE (Program of All-Inclusive Care for the Elderly)는 1971년 샌 란시스코의 

주36) John M., Beland F., Bergman H., “International experiments in integrated care for the elderly: a 

synthesis of the evidence”, Int J Geriatr Psychiatry, 18, 2003, pp.222～235를 참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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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나타운 온록(On Lok)에서 요양시설 입소자격에 해당하는 노인을 상으로 

시설입소를 최 한 지연시킬 목 으로 시작된 시범사업으로 재 미국 24개 

역에 확  실시되고 있다. PACE는 증장애 노인들에게 포 인 성  장

기 인 의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PACE에서는 건강유지기구주37)

(HMO)에 고용된 자체 의료진에 의해 주로 주간보호센터주38)를 심으로 한 서

비스를 제공하며 기타 문의 진료, 성병원, 요양시설 서비스 등은 타 기 과 

계약 하에 제공하고 있다. 사례 리는 각 문분야 력 이 사례 리와 서비

스 제공을 겸하고 있어 조정과 어의 연속성을 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

다. 그러나 로그램 가입시 개인 주치의를 포기하고 자체 의료진을 이용하도

록 하고 있다. 재정은 메디 어, 메디 이드, 민간재원을 통합 리함으로써 장

기요양비를 포함한 지출 액을 통합 리하고 있다. 한 재정 험을 기 이 

자체 으로 흡수토록 함으로써 방  재활서비스를 강조하며 운 의 효율을 

꾀하고 있다. 

  기의 온록 모델은 건강결과와 성  만성요양 입원율에 있어 매우 정

인 평가를 받았다. 상자들은 2년이 경과한 후 장애 응력이 향상되었고 입

원율의 감소경향을 보 으며 요양시설 입소율이 낮았으며 상자 일인당 총비

용 소요도 21% 더 낮았다. 온록 모델이 PACE로 확 되면서 이에 한 평가도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PACE의 가입률이 상보다 조하며 주간보호센터로부

터 먼 거리에 있는 상자들의 이용이 용이하지 않은  등이 문제 으로 지

되고 있다. 이 같은 가입률 조 상은 스태  모델방식의 건강유지기구가 개

인의 의사선택권을 인정하지 않는데 기인하며, 주로 소득층 메디 이드 수혜 

노인을 상으로 하고 있어 상층 이상이 본인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가입하

기를 꺼려하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리고 S/HMO (Social Health Maintenance Organizations)는 건강유지기구의 형

태로 65세 이상 노인에게 메디 어 여에 해당하는 의료서비스(입원  외래)

와 함께 일부 만성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1세  S/HMO는 한 조직 내에서 메

주37) 이는 Staff model Health Maintenance Organization을 말한다.

주38) 이는 보건의료서비스가 강화된 주간보호센터(adult day health center)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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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 어 서비스와 만성의료, 그리고 메디 어보다 범 한 단기간 요양시설  

가정간호, 개인서비스, 가사지원, 주간보호 등을 제공하면서 재정 험은 자체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사례 리를 통해 장애기 을 인정받은 상자에게 

연간 여한도 범  내에서 만성 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편견선택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해 증장애인이 포함되도록 조정하고 있다. 재정은 선불 

인두제를 통해 기 이 부담을 감당하도록 하고 있으며 재원은 메디 이드, 메

디 어, 보험료, 분담제, 공제제 등을 통해 조달된다. 

  1세  S/HMO에 한 평가결과 비용, 이용도, 결과 반에 해 다소 부정

이었다. S/HMO의 성과 만성 어의 균형을 맞추기 한 시도는 만성 어 

여에 한 상한선, 가정간호에 한 본인일부분담제, 상시 탈퇴 허용 등으로 인

해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사례 리자의 역할도 장기요양 여 상

자 자격심사와 요양시설 격기  정에 국한하고 있어 체서비스 활용의 유

인이 없었으며 서비스의 통합  제공에 기여하지 못한 도 실패의 요인으로 

작용하 다. 한 노인의학에 근거한 문진료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각 문

분야 력 을 구성하지 않은 도 문제로 지 되었다. PACE가 스태  모델 

HMO 형태를 띤 것과는 달리 S/HMO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HMO를 운 한 것 

한 효과 인 서비스 제공을 한 한 통제를 어렵게 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런 문제 을 보완하여 1996년 이래 의료보험청(Health Care Financing 

Administration)에서는 2세  S/HMO 시범사업을 실시해오고 있어 이에 한 향

후 평가가 주목된다. 

  3. 이태리

  이태리에서는 최근 실버네트워크 재가보호(Silver Network Home Care) 로젝

트의 일환으로 두 가지 시범사업(Rovereto와 Vittorio Veneto)을 실시하 다. 이

들 시범사업에서는 단일창구(single entry point), 사례 리, 노인기능평가, 문

력 을 통해 지역사회 노인을 한 어의 조정  통합을 시도하 다. 

  로베 토 사업은 트 토(Trento)주에서 1995～1996년에 시행되었는데, 그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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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이용률, 비용 측면에서 정 인 평가를 받았다. 재가  시설서비스의 이

용률 감소, 성병원 입원율 감소, 요양시설 입소율 감소 등을 보 다. 한 매

년 일인당 $1,125 Lire의 비용 감 효과를 보 다. 비토리오 베네토 사업은 이 

지역에서 1997～1998년 사이에 시행되어 상자의 기능상태 향상, 입원률  

재원기간 감소, 29%의 비용 감소($1,260 Lire) 효과를 보 다. 

  4. 캐나다주39)

  캐나다의 허약 노인 상 서비스의 특징은 단 이며 이에 따라 고비용 성기 

병상과 장기요양 시설의 부 한 사용을 래되었다. 캐나다 역에서 병원치

료는 보험이 되지만 지역사회 혹은 시설의 지속 치료에 해서는 지역마다 보

험 용의 범 가 다르다.

  재 허약 노인에 한 서비스는 재택서비스  자원 사 기 , 주간보호센

터, 낮병동, 성기  재활병원, 장기요양기 , 의사 등에서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다. 각 기 은 재원조달 기 , 산, 환자 선택 기  등이 다르기 때문에 환

자의 요구에 따라서 서비스가 조정되지 않고 있다. 한 노인 인구의  수

가 증가하고 있으며, 허약노인에게는 보건  복지 서비스를 복합 으로 제공

하여야 하는데, 허약 노인에 해서 치료  돌 의 유효성에 한 근거가 발

표되어 노인을 상으로 하는 돌 의 패러다임이 바 어야 하는 시 이라는 주

장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SIPA(System de services integers pour 

personnes agees en perte d'antonomie)라는 서비스가 시도되었다.

  SIPA의 개념은 퀘벡에서 개발되었다. 1995년 맥길 학과 몬트리올 학의 

연구 이 허약 노인에 한 통합서비스(System de services integers pour 

personnes agees en perte d'antonomie: SIPA)에 한 아이디어를 제안하 는데 장

애가 있는 노인은 반 으로 75세 이상이며, ADL이나 IADL의 장애를 가지고 

주39) 이는 Bergman H. et al., “Care for Canada's frail elderly population: Fragmentation or 

integration?”, Canadian Medical Association Journal, 157(8), 1997, pp.1116～1121를 심으로 

정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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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성  만성질환을 앓고 있고, 사회  네트워크가 필요하므로 의료  

복지 서비스가 복합 으로 제공되어야 한다는 에 착안하 다. SIPA는 이러한 

통합을 용이하게 하기 해서 기존의 지역사회서비스센터(Community Local 

Service Center: CLSC)에 목하 다. 한 건강이 기 (Health Transition fund), 

캐나다보건서비스연구재단(Canadian Health Service Research Foundation: CHSRF), 

캐나다보건연구소(Canadian Institute of Health Research: CIHR) 등 다양한 기 에

서 재정 지원을 받아서 실시되고 있다.

  SIPA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서비스의 모든 범

를 포 하는 지역사회 일차의료를 기반으로 하는 시스템이다. 즉, 보건  복지 

서비스, 성  장기요양 서비스를 지역사회, 병원, 유  기 에서 제공한다. 

둘째, 한정된 지역내에 지정된 인구에 하여 책임을 진다. 셋째, 통합 인 사

례 리를 실시하되,  역의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임상  책임을 가지는 가

정의와 공조하고 다학제  로토콜에 기반한 근거 심의 보건  복지 서비

스를 내용으로 한다. 넷째, 요구를 충족시키고 부 한 자원의 사용을 막기 

해서 유연하고 즉각 으로 자원을 동원할 수 있는 응 기 을 조직하 다. 이

를 통하여 지역사회 서비스의 강도가 증가되고, 빠른 진단과 재가 가능하

으며, 공 자간의 연결이 원활하게 되었다.

  비 연구를 우선 으로 수행하 는데, 1995년부터 98년까지 연구하고 기획

하여 몬트리올의 2개 지역에서 1,230명의 허약 노인을 상으로 22개월간 SIPA 

시스템에 한 RCT를 실시하 다. 우선 으로 앙정부  주정부의 의사결정

자, 병원, 재택간호  싱홈 매니 , 의사, 학의 연구자의 트 쉽, 자문

원회, 임상치료에 있어 다학제간 원회를 구성하 다. 재는 각 지역당 2개의 

다학제 을 구성하 고 각 당 160명의 환자를 할당하 다. 다학제 은 사례 

리자 4명, 지역사회 간호사 2명, 사회복지사 0.5명, 작업치료사 0.5명, 물리치

료사 0.5명, 가정방문자 15명, 자문약사 0.5명, 반일근무 의사로 구성되었다.

다학제 은 요구를 사정하고, 일차의료 의사와 력하여 지역사회 보건복지 서

비스를 조정하고 제공한다. 서비스 시작 시 에서 통합 으로 노인사정을 실시

하고 양, 낙상, 치매, 우울, 투약 등 다양한 분야에 해서 근거 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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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토콜을 개발하 다. 의사의 지원하에 간호사가 24시간 기시스템을 갖추었

다. 한 사례 리를 해서 환자와 수발자에 한 재를 실시하 고, 가정의 

 문의와 력하 다. 이 서비스 실시 후에 병원입원과 응 실 방문이 감소

한 효과가 발표되었다.

  SIPA는 허약 노인의 요구에 맞추어 고안된 환자 심의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스템으로 련된 모든 문가와 기 이 가용한 모든 서비스의 통합과 서비스

의 연속성을 보증한다. 일차, 이차 의료, 복지 서비스, 방, 재활, 기술  보조

기구,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한다.

  SIPA는 모든 허약 노인이 만약 다음과 같은 역  하나의 심각한 장애를 

가지거나 두 개의 경미한 혹은 등도의 장애가 있다면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된다고 간주한다. 평가는 일상생활수행능력(ADL), 기능  일상생활수행능력

(IADL), 이동, 정신건강상태, 실 의 5개 역에 하여 실시한다. SIPA에 등록

된 모든 노인은 다음 단계의 평가를 받게 된다.

  한편, Quebec주40)주에 한 사업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즉, 허약노인

에 한 보건의료서비스 시스템은 의료  서비스와 장기요양 서비스를 포함한

다. 후자는 신체 , 사회 , 심리  장애로 귀결되는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노인을 상으로 한다. 퀘벡주의 장기요양 시스템의 장   하나는 이러한 서

비스를 받는 자격 결정 시스템에 있다. 상 노인의 수입  장애정도에 계

없이 생리, 심리, 사회학  요구에 한 임상  사정을 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

한 노인의 요구에 한 서비스는 가능한 자원에 기 하여 조 된다. 한 장기

요양기 에 체계 으로 입소하는 기 도 마련되어 있다. 한편 공공시스템 하에

서 제공되는 가정 지원 서비스의 종류는 가정에서의 이동, 옷 갈아입기, 식사

비, 세탁 등 기능제한을 보충해주기 한 개인  가정내 도움, 치료, 일반  재

활서비스 등을 포함한 특수화된 치료 서비스, 외출 시 동행, 방문 등으로 다양

하다. 

주40) 이는 Trahan L, Caris P., “The system of care and services for frail older persons in Canada 

and Quebec”, Aging Clinical and Experimental Research, 14, 2002, pp.226～232를 심으로 

정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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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 65세 이상 노인의 약 50% 정도가 가정 지원 서비스를 필요로 한다. 연

령에 계없이 신체 , 사회 , 심리  이유로 단기 혹은 장기 장애를 가진 노

인은 가정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한 이러한 장애노인의 수발자도 

그 상이 된다. 가정 서비스의 제공자는 다양하지만, 진료, 재활 등의 문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는 지역사회서비스센터(Community Local Service Center: 

CLSC)가 주 제공자이다. 이러한 센터에서는 집안일과 련된 서비스는 거의 

여하지 않으며, 이러한 서비스에 해서는 련 기 과 계약을 체결하기도 

한다. CLSC가 모든 요구에 합한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자원이 부족하기 때

문에 더 많은 노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해서 서비스의 범 나 강도를 조

한다.

  단기 거주 로그램은 렴한 비용으로 휴식  요양 서비스를 제공한다. 낮 

로그램은 주간보호센터나 낮 병동에서 제공한다. 모든 CLSC에 주간보호센터

가 설치되어 있으며, 건강증진, 방, 치료, 교육, 사회화 활동을 제공한다. 서비

스는 무료이지만 이용자는 식사비와 교통비를 지불해야 한다.

제 5  시사

  이미 일본은 노인보건법을 제정하여 건강진단을 통해서 건강‧허약‧장애노인

을 구분하고 있었고, 건강하거나 허약한 고령자를 상으로 장애(장기요양상태)

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장기요양 방 차원에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는 이 에 띈다. 이는 그만큼 일본의 인구고령화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

는데다가 가족환경의 변화로 장기요양보호 상 노인도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실에서 가 이면 고령자로 하여  조기에 장기요양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사 으로 여러 단체나 기 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로그램을 개

발하여 각 지자체의 보건소에 보 하고 있다는 은 우리가 향후 노인보건의료

체계를 구축하는데 고려할 만한 이다. 

  그리고 스웨덴의 경우나 호주의 경우에서는 일본과 같이 노인계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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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으로 하는 별도의 제도가 있는 것이 아니고, 국민을 상으로 하는 보건의

료체계내에서 노인계층에게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는 실정이다. 그

지만, 환자의 구성이나 각종 보건의료서비스 수 자의 구성이 고령화의 심화로 

노인계층이 크게 차지하고 있음에 따라서 별도의 체계개선을 실시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향후 우리나라의 경우는 속한 고령화가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일본방식의 

경험을 고려하여 별도의 제도나 행 체계내에서 노인계층을 집 으로 리

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허약노인을 한 통합  보건의료서비스의 성공요인으로써는 외국의 

사례를 볼 때 효과 인 통합체계 구축을 해서는 사례 리, 포  노인기능

평가, 문 력 , 단일창구, 공공재원조달체계를 갖추어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

  사례 리는 보건의료와 복지서비스의 연계와 재정  책임감을 통한 비용효과

인 체서비스 이용을 가능  해 다. 한 여러 분야 문가로 구성된 에 

의한 포  노인기능평가를 통한 장기  환자 리는 통합서비스 제공에 필수

인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문가 의 일원으로 사례 리자는 노인기능

평가를 장기  리체계와 연결시키는 역할을 감당한다. 

  단일창구는 충분한 상자를 확보하는데 도움을 과 동시에 재정  안정과 

효율  운 을 가능  하며, 의료욕구에 근거한 사회  자원의 활용이라는 차

원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S/HMO와 PACE와 같이 경쟁을 통한 

효율화 제고 노력은 가입자 조의 벽에 부딪  홍보비 지출을 부추기고 있으

며, 오히려 선택  가입(장기요양 욕구가 높은 노인이 우선 으로 가입)을 낳을 

우려조차 있다. 

  체서비스 활용을 한 재정 유인책 한 통합제공체계의 요한 장치로 인

식되고 있다. 선불제는 각 기 간의 통합과 어계획 수립의 효율성을 증진시

켜 환자 리와 효율  재정운 을 연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상된다. 



제 6 장 허약노인 상의 보건의료서비스  

리운 체계 개발

제 1  보건의료서비스 상의 허약노인 범

  1. 범 의 설정기

  허약노인 상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시하기 이 에 우선 으로 서비스 상이 

되는 허약노인의 범 부터 설정하여야 한다. 다시 말하면, 허약노인의 개념에 

해서는 이미 제2장에서 자세하게 다루었기 때문에 체 으로 알고 있을 것

으로 보여지지만, 허약노인이 필요로 하는 보건의료서비스를 기술하기 해서

는 허약노인의 범 와 특성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허약노인은 장애발생과정의 개념을 근거로 하여 보면, 넓은 의미에서는 만성

질환이나 신체   정신  기능상의 장애를 가지고 있지 않은 건강한 노인을 

제외한 모든 노인, 즉, 만성질환 노인이거나, 기능  손상을 지닌 노인이거나, 

기능  제한상태에 있는 노인 등을 모두 지칭할 수 있다. 그러나 좁은 의미에

서는 만성질환(병리상태)이나 기능손상상태와는 계없이 기능제한상태를 보이

고 있는 노인으로 한정해 볼 수 있다. 

  그런데, 많은 연구자들이 연구의 결과를 토 로 제시하고 있는 허약노인의 

개념정의를 살펴보면, 좁은 의미에서의 허약노인을 지칭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

할 수 있겠다. 다시 말하면, 일본 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는 허약노인의 개념을 

경증의 생활기능 장애노인이거나 생활기능에 장애를 지니고 있기는 하지만, 경

미하여 장기요양보험의 여 상에서 제외된 노인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범 가 매우 소함을 알 수 있다주41). 그리고 Gill 등(2002)이나 Fried 등

주41) 자의 경증의 생활기능장애노인은 장기요양보험제도상의 요지원 노인이거나 요개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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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의 연구에서 볼 수 있듯이 허약노인의 단기 으로 활용하고 있는 지표

가 만성질환의 보유보다는 신체기능의 제한(limitation)상태에 을 두고 있다

는 , 일본의 사례연구 결과에서도 일차 인 단기 으로 육체  활동, 수단

 일상생활활동, 신체기능제한상태를 활용하고 있다는  등을 고려할 때, 실

제 으로 집 인 사업 상으로 하는 허약상태(frailty)의 노인 범 는 체노

인인구 에서 높지는 않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허약노인의 범 를 일차 으로는 기능제한상태에 처해 

있는 노인으로 한정하여 볼 수 있겠고, 이차 으로는 일본의 고치(高知)시의 사

례에서 볼 수 있듯이 포 인 측면에서 기능제한상태에 처해질 험성이 노출

되어 있는 기능손상노인이나 병리상태의 노인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그러한 허약노인이 국 으로 어느 정도가 존재하고 있는가에 해서는 

실태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는 없다. 

  그리고 이러한 허약노인의 특성이라고 하면, 신체  는 정신 인 기능상태

가 매우 하락되어 있어 일상생활활동의 장애는 없지만, 건강한 노인에 비하여 

행동자체가 느리고 근력, 지구력, 균형 유지력 등이 부족하여 쉽게 도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그러한 허약노인에게 제공하여 효과를 올릴 

수 있는 보건의료서비스는 사실상 본장의 제2 에서 기술하는 바와 같이 상당

히 제한 이라 말할 수 있다. 

  2. 향후 범 설정을 한 조사내용

  본 연구가 후속 으로 진행된다고 가정할 때, 우선 으로 집 인 서비스

상의 허약노인의 범 를 설정하기 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는데, 그 

조사내용으로는 [부록 2]에서 정리된 것을 활용할 수 있다. 이는 비록 연구기간

의 제한으로 조사하지 못하 지만, 연구진과 외부 문가들의 도움으로 개발된 

에 해당하는 노인이고, 후자는 장기요양보험 여 상에서 제외되나 경증장애상태인 요지

원  요개호 1 에 해당할 우려가 있는 노인인데, 일본에서는 후자의 노인이 체노인인

구의 약 5%에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2004년 12월 27일 일본 후생노동성 발표

자료, 持續可能な介護保險制度の構築,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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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구체 으로 조사내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병리상태의 만성질환은 그동안 ｢국민건강‧ 양조사｣나 ｢노인생활실태

조사｣ 등에서 기본 으로 이용하고 있는 만성질환유형을 토 로 작성하 다. 

특히, 노인과 련한 부분의 실태조사에서는 본 지표에서 활용하고 있는 질

병유형을 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만성질환 이외에 낙상유무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낙상이 기능제한이나 기능장애로 이어지게 하는 주요 험인자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낙상이 두려워 외출을 꺼려하는 경우 신체기능의 하를 

발생시켜 허약노인이 될 수 있다. 

  둘째, 기능손상상태는 시력, 청력, 작능력 이외에 신체  증상(symptoms)을 

나타내는 지표로 악할 수 있게 하 다. 이러한 지표는 일상 인 생활동작을 

활발하고 민첩하게 수행할 수 있는 신체   정신 인 기능을 하시켜 기능

제한상태가 유발되는데 직 으로 작용되는 요인에 해당하는 것이다. 

  셋째, 기능제한상태는 악력검사, 보행속도검사, 균형유지검사와 같은 실측검

사 이외에 면 을 통하여 악할 수 있게 하 다. 특히, 실측검사내용은 제2장

에서 서술된 여러 연구자간의 허약노인 개념  범 설정에서 알 수 있듯이 보

편 으로 사용되는 지표로 구성되어 있는데, 주로 악력측정, 평형유지기능 측

정, 도보속도 측정 등이 있다. 

  넷째, 일상생활활동은 기본  활동(ADL)과 수단  활동(IADL)으로 구분하여 

악할 수 있도록 하 는데, 이러한 지표들은 연구자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는 

실정이다. 본 조사표에서는 지난 2001년도에 개발된 한국형 일상생활활동지표

로 구성되어 있는데, 기본  활동(ADL)지표에는 옷입기, 세수하기, 목욕하기, 

식사하기, 이동하기, 화장실사용하기, 소변 조 하기의 7개 항목이고, 수단  

활동(IADL)지표에는 몸단장하기, 집안일하기, 식사 비하기, 빨래하기, 근거리 

외출하기, 교통수단 이용하기, 물건사기, 리하기, 화사용하기, 약 챙겨

먹기 등의 10개 항목으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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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허약노인 상 보건의료서비스의 개발

  1. 노인 보건의료서비스 개입(intervention)의 목표

  노인계층을 상으로 하는 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은 기본 으로 노화곡선을 

변경시키는데 그 목표를 두고 있다고 하겠다. 이를 [그림 6-1]을 기 으로 설명

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6-1〕 노인 보건의료서비스 개입의 목표주42)

건강

허약

장애(요지원)

장애(요개호)

0세 65세 사망

목표의노화곡선
현재의 노

화
곡

선

파워리하비리테이션
(근력재활)프로그램

건강백세응원프로그램
(특별판)

건강백세응원프로그램
(보급판)

  즉, 재의 노화곡선을 보면 65세 이후부터 신체  기능이 하락하기 시작하

는데, 후기고령자라 할 수 있는 75세 이후부터는 좀더 가 르게 기능상태가 하

주42) 이와 같은 노화곡선의 변화는 활동  노령화(active ageing), 성공  노화(successful ageing), 

는 생산  노령화(productive ageing) 등의 개념이 지향하는 목표이기도 하다. 일본의 고

치(高知)시에서는 이러한 개념을 극 으로 도입하여 각종 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역주

민을 상으로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허약고령자를 상으로는 

건강백세 로그램을 통해서 기능향상을 도모하고 있고, 장애상태의 장기요양보험의 요지

원이나 요개호 고령자에게는 보다 강도 높은 근력강화재활 로그램을 통해서 기능향상을 

도모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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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하여 장애상태를 보이기 시작하다가, 일정연령부터는 보다 건강한 고령자만 

생존하게 됨으로써 략 으로 80세 이후부터는 그 이 에 비하여 완만한 곡선

을 그리면서 사망에 이르게 된다. 

  그러한 노화곡선을 이상 으로 변경시키기 해서는 그림에서 보듯이 건강한 

상태를 가능한 한 연장시키고, 병리상태, 기능손상상태  기능제한상태에 놓여

있는 허약노인계층의 신체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한도까지 제고시켜야 한다. 

이와 동시에 장애가 있다고 하더라도 기능향상이 기 되는 경증상태의 장애노

인도 기능을 향상시켜서, 결과 으로 체 인 노화곡선이 연령증가에 따라 건

강한 상태를 최 한 연장시키면서 신체  기능이 연령에 걸쳐서 완만하게 하

락, 사망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노화곡선을 기 로 한다면, 후술하는 바와 같이 허약노인에 한 

심 인 보건의료서비스는 기능향상을 한 재활서비스이고, 이외에 기능유지를 

해 필요한 양서비스, 질병 리, 건강검진  생활지원의 복지서비스 등이 

있겠다. 

  2. 보건의료서비스 개발기

가. 고령화진행에 따른 건강수  하락시기 기

  고령화의 진행에 따라서 건강수 이 차 으로 하락해 가는데, 술한 노화

곡선에서도 제시하 듯이 사망에 이르기까지 완만하게 진행된다기보다는 어느 

變曲 지 에서 격하게 꺾이면서 변화해 가는 것으로 볼 수 있다(Hickey, et 

al., 1997). 즉, 건강한 상태에서 질병의 발생을 암시하는 증상이 나타나면, 그 

순간부터 건강상태는 하락되기 시작하고, 질병으로 확정되면 그 증도나 질병

기간과 함께 지속 으로 건강수 은 하락한다. 그러한 질병으로 인한 기능손상

이 나타나면, 신체  기능에 변화가 나타나 완만하지만 건강수 은 재차 하락

되고, 궁극 으로는 기능장애를 거쳐 건강의 상실인 사망으로 이르게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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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장애발생의 방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보건의료  개입(intervention)이 

허약노인에게 제공될 수 있는 서비스로 볼 수 있다. 즉, [그림 6-2]에서 제시하

고 있는 b부분에서의 서비스개입은 임상  증상의 악화를 완화시키고, c부분에

서의 서비스개입은 질병상태의 악을 한 조기검진서비스가 심이라 할 수 

있는데, 이는 임상  질병의 발생을 지연시키고, 질병의 진행을 완화시키는 역

할을 지니고 있다. 더 나아가 기능제한으로 진행되는 질병의 복합성

(comorbidity)을 차단하는 역할도 지니고 있다. 그리고 d부분에서의 서비스개입

은 기능손상의 하락을 완화시켜 장애발생을 방 는 지연시키는 역할을 지니

고 있는데, 이에는 재활치료서비스가 심이라 하겠다. 

〔그림 6-2〕 고령화와 건강수 의 하락에 따른 보건의료서비스 개입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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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Hickey, et al.(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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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장애발생과정시기 기

  제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Nagi의 장애발생과정모델이나 WHO의 만성질환

모델에 입각하여 보건의료서비스의 유형을 1, 2, 3차 방사업의 측면에서 제시

할 수 있는데, 간단하게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여기에서 1차 방의 목 은 병리상태의 발생방지에 있는 것으로 이에는 

방 종서비스, 연, 운동, 양 등의 건강증진서비스가 포함되어 있고, 2차 

방은 질병상태의 조기발견  리를 목 으로 한 각종 검진서비스가 포함되고 

있으며, 3차 방은 2차 인 질병발생의 억제나 기능의 유지  회복에 목 을 

들고 있어 이에는 극 인 재활치료서비스가 포함되어 있다. 

〔그림 6-3〕 장애발생과정모델에 따른 보건의료서비스 개입 시기

건강한 상태

     ⇩ ← 1차 방(primary prevention: 만성질병, 사고 발생 방을 한 건강

실천사업)

병리 상태

     ⇩ ← 2차 방(secondary prevention: 기능손상 악을 한 검진  조기

치료사업) 

기능손상상태

     ⇩ ← 3차 방(tertiary prevention: 일상생활동작 장애발생의 방  지

연을 한 재활치료사업)

기능제한상태

     ⇩ ← 3차 방(tertiary prevention: 일상생활동작 장애발생의 방   지

연을 한 재활치료사업)

장애상태

  이를 보다 구체 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즉, 술한 1, 2, 3차 방사업

은 일종의 개입  서비스(intervetion)에 해당하는 것으로 주로 보건의료 문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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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 문직 종사자에 의해서 제공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개입  서비스

에는 의사 문직에 의한 의료  개입서비스, 인   의료 문직에 의한 

개입  서비스, 그리고 복지 문직에 의한 사회  개입서비스가 있는데, 첫 번

째의 개입은 병리‧손상상태의 방지, 두 번째의 개입은 기능제한과 장애상태의 

방지, 세 번째의 개입은 장애상태의 방지를 해서 각각 제공되어야 효과가 있

는 것으로 보고 있다. 

  3. 허약노인 상의 보건의료서비스 내용

가. 1차 방  서비스

  노인계층일지라도 건강실천행 를 통해서도 건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데, 

허약노인의 경우에는 운동(exercise)과 양(nutrition)서비스를 통한 건강증진이 

으로 필요하고, 이외에 연, 질병 방, 고 압 리 등과 같은 서비스가 

필요하다. 운동이나 양서비스 이외에 노인계층을 상으로 한 일차 방부문

에서 요하면서도 간과되기 쉬운 것이 醫原病(iatrogenic disease)문제인데

(Gorbien, et al., 1992), 이는 부 하거나 불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지나치게 제

공함으로써 오히려 근력이나 체력을 하시키는 과용증후증상(overuse 

symptoms)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1) 건강 리서비스

  그동안 노인을 상으로 한 건강증진과 질병 방사업은 “이미 무 늦었다”

는 잘못된 편견에 젖어 등한시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노인인구가 증하

고 노인 상 건강증진 로그램의 효과가 입증되어짐에 따라 다양한 로그램

들이 개발되고 있다. 노인보건의 목표가 단순한 수명의 연장으로부터 건강장수

(healthy aging)로 이 맞추어짐에 따라 성공 인 노화(successful aging)에 

한 욕구가 증 되고 있다. 이에 따라 노인 건강증진  질병/장애 방사업의 필

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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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청년층 는 년층을 상으로 한 건강증진‧질병 방 연구결과를 그

로 노년층에게 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 이유는 첫째, 년층과 노년

층의 질병특성과 양상이 다르고, 둘째, 노화에 따른 생리학  변화가 질병발

생 험요인의 작용기 에 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를 들어 음주, 

운동, 수면 등의 요인들이 청장년층 사망에는 요한 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에 반해 이러한 요인들이 노인의 사망률에는 큰 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보고가 있다주43). 

  노화의 특징이 노인건강증진에 주는 시사 을 보면 <표 6-1>과 같다.

〈표 6-1〉 노화의 특징과 건강증진  질병‧장애 방에 한 시사

노화의 특징 건강증진  질병‧장애 방

노화과정의 유연성

 - 노화에 따른 생물학  퇴화과정은 멈춰질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반 (反轉)될 수도 있음.

   ) 당한 운동은 노화로 인한  질량의 감소를 방지하며 

골 도를 증가시켜 주기도 함.

노화의 험성

 - 정상 인 노화 상(normal aging)이라 하여 건강에 악 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아님. 노화 그 자체가 질병발생의 

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임.

   ) 정상 노화 상  하나인 수축기 압의 증가는 뇌 질환과 

심장질환의 발생률을 증가시킴.

만성질환 유병률 증가

 - 다수의 노인들은 한 가지 이상의 만성질환을 지니고 있음. 

따라서 노인을 상으로 하는 보건사업은 건강증진뿐 아니라 

만성질병으로 인한 장애의 방에도 심을 기울여야 함.

기 여명의 증가와 

건강수 의 개인차

 - 평균수명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 노년층에 진입하게 되는 

사람들은 이미 질병과 장애를 일으키는 각종 험요인에 

노출되었을 확률이 높은 상태임.

 - 한편 노인 개인마다 건강기능상태에 있어서 한 차이를 

보이므로 각 개인의 특성과 필요를 고려한 건강교육 

로그램이 실시되어야 함.

주43) Gilford D. M., The Aging Population in the Twenty-First Century, Washington, D.C.: National 

Academy Press; 1988, pp.108～125를 참조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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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운동을 통한 근력강화훈련서비스 

  건강증진서비스는 1차 방서비스로 분류할 수 있지만, 서비스유형에 따라서

는 2, 3차 방서비스에 해당하는 것이 있다. 우선 운동 로그램은 병리상태의 

낙상(fall)을 방지하는데 효과가 있고, 이를 해서는 낙상발생시 정도나 부 에 

따라 손상상태를 악하여 극 인 재활치료를 통해서 장애발생으로의 이 을 

방지 는 지연시키는 목 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노인의 운동 로그램(excercise intervention)은 일차 인 기능목 에 따

라 4가지로 유형화할 수 있다. 즉, 유연성(flexibility), 근력(strength), 지구력 

(endurance)  균형훈련(balance training)이다. 

〈표 6-2〉 근력훈련 로그램의 효과

건강한 노인 기능손상노인

심  건강(Cardiovascular fitness) ↔ ↔

근력(Muscle strength) ↑↑↑ ↑↑

근육규모(Muscle size) ↑ ↔

균형(Balance) ↔ ↔

도보속도(Gait velocity/time distance) ↑↑ ↑↑

의자에서 일어나거나 계단오르는 시간

(Chair rise or stair climb time)

↑ ↑↑

신체구성(Body composition) ↑ ↔

  주: ‘↑’는 기 한 방향으로 개선을 나타낸 경우이고, 많을수록 효과가 크다는 것을 의미하고, 

‘↔’는 연구자간 일정한 결과를 보이고 있는 않은 경우

자료: Swanson, et al., Health Promotion and Disease Prevention in the Older Adult, Springer 

Publishing Company, 2001, <표 1.3> 재인용

  유연성운동은 근육  인 의 길이 증가, 부 의 이동반경 증가를 한 

것이고, 근력훈련은 근육의 힘, 강도  지구력을 증가시키는데 목 을 두고 있

으며, 지구력강화훈련은 심장, 호흡기계통의 인내력을 개선시키고 달리기, 사이

클링, 수 , 계단 오르기 등의 활동을 통한 지속 인 근육운동을 포함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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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균형훈련은 다양한 정 이고 동 인 운동을 통하여 姿勢制御機制(postural 

control mechanism)를 개선시키기 한 것이다. 유연성훈련은 신체의 각 부

마다 합한 훈련이 이루어져야 하고, 유연성을 증가시키기 해서는 근육이 

정상 인 길이 이상으로 확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불용성이나 질병과 련있는 

유연성 상실이 나타난 노인에게는 1주일에 최소 3일간의 주요한 모든 근육군을 

사용하는 운동 로그램을 권장하고 있다. 근력강화훈련의 경우, 근력은 연간 

1～2%의 범 내에서 상실되고 있는데 노화과정상의 주요한 특징이다. 특히 하

체근력(lower extremity muscles)은 상체근력에 비해서 더 많은 상실 향을 받고 

있다. 지구력강화훈련 , 심 기능을 유지, 증진시키기 한 지구력훈련은 

모든 운동처방내용의 기본인데, 체 으로 유연성, 근력  균형유지훈련과 결

합하여 실시되고 있다. 

  일반 으로 고령화는 낙상의 험이 발생할 수 있는 자세나 균형유지 기 에 

향을 주는 감각계통  운동계통의 변화와 련성이 있다. 균형증진을 한 

부분의 로그램은 근력강화와 지구력강화훈련 로그램과 결합하여 실시하고 

효과도 배가된다는 것이다. 비활동 이거나 허약한 노인은 강도가 낮은 지구력

훈련을 통하여 효과를 얻을 수 있지만, 운동 로그램은 어디까지나 개개인의 

체력수 에 맞는 내용으로 실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표 6-3〉 지구력훈련 로그램의 효과

건강한 노인 기능손상노인

심  건강(Cardiovascular fitness) ↑↑↑ ↑

압 ↑ ↑

근력(Strength) ↔ ↑

도보속도(Walking time/distance) NR ↑

기능상태(Functional status) NR ↑(arthritis)

낙상방지(Fall) ↔ ↔

신체  장애(Physical disability NR ↑(arthritis)

자료: Swanson, et al(2001), <표 1.4>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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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4〉 근력, 지구력, 균형유지를 한 훈련 로그램의 결합효과

건강한 노인 기능손상노인

심  건강(Cardiovascular fitness) ↑ ↔

근력강화(Muscle strength) ↑ ↑↑

균형(Balance) ↑↑ ↑

도보속도(Gait velocity/time) ↔ ↑↑

기능상태(Functional status) ↔ ↔

이동력(Mobility) ↔ ↑

낙상방지(Fall) ↑ ↑

자료: Swanson, et al(2001), <표 1.6> 재인용

  한편, 만성질환  기능손상의 유형에 따라서 우선시될 수 있는 운동 로그

램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를 정리한 것이 <표 6-5>이다. 이를 보면, 

부분의 만성질환이 에어로빅훈련이나 항력(resistance)유지훈련이 권고되고 있

는데, 그 에서 균형유지훈련도 권고되는 질병  부상으로는 골다공증, 뇌졸

, 낙상, 일반  노쇠 등이다. 특히 항력유지훈련은 손상상태, 기능  제한 

 장애상태에서 벗어나게 하는데 필요한 서비스로 보고 있다(Fiatarone Singh, 

2002). 

〈표 6-5〉 주요 질병‧부상‧상태에 한 유형별 운동처방 로그램의 효과

에어로빅

훈련
항력훈련

균형유지

훈련
결합 훈련

우울증 ⃝ ⃝ - -

비만 ⃝ ⃝ - -

가령에 따른 근육감퇴증(sarcopenia) - ⃝ - -

골다공증 ⃝ ⃝ ⃝ -

말 질환(peripheral vascular disease) ⃝ - - -

뇌졸 ⃝ ⃝ ⃝ ⃝

골 염 ⃝ ⃝ - -

만성폐쇄성폐질환 ⃝ ⃝ - -

충 성심부 ⃝ ⃝ - -

심 질환 ⃝ ⃝ - -

당뇨병 ⃝ ⃝ - -

낙상 - ⃝ ⃝ -

자료: Fiatarone Singh(2002)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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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방 종서비스

  노인계층에게도 여 히 1차 방사업은 가능하고, 효과 이다. 일반 으로 노

화에 따라서 생리  기능이 떨어지듯이 면역기능도 하락하는 것으로 보고 있

고, 이로 인하여 인 루엔자, 폐렴 구균(pneumococcal)에 의한 폐렴과 같은 감

염성질환이 노인계층에게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를 방하기 해서는 

백신이나 톡소이드(toxoid)나 항체형성을 통하여 인 으로 면역기능을 강화하

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노인계층에게 필요한 방 종 상질환으로 인 루엔

자, 폐렴, 상풍, 디 테리아 등을 제시하고 있는데(Keller & Fleury, 2000), 미

국의 질병 리본부(CDC)에서는 이외에도 B형간염, 홍역, 루벨라, 수두 등에 

한 방 종도 권유하고 있다주44). 

  3) 양서비스

  양서비스는 건강의 유지‧증진, 성기 질병으로부터의 회복뿐만 아니라 만

성질환의 리에도 요한 요소로 인식되고 있지만, 양사업(nutrition)은 건강

증진을 한 1차 방(primary intervention)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양과 련

성이 있는 만성질환으로는 심장질환, 암, 비만증, 당뇨병, 뇌졸 을 유발하는 고

압, 빈 증 등을 들 수 있는데, 1차 방서비스차원에서는 건강한 양식 교

육  습 , 식품 해요소에 한 올바른 정보제공 등이 필요하다(McCabe & 

Dorey, 1999). 

  노인계층에 한 2차 방 략에는 양 해인자(risk factor)를 조기에 정기

으로 악할 수 있는 양상태 검진이나 필요한 양재료의 원활한 구입이 

포함되어야 한다. 특히 노인의 양상태 검진은 양부족(malnutrition)이나 결핍

(nutritional deficiency)상태를 측정하는 도구뿐만 아니라 양부족의 험인자를 

측정, 평가하는 도구로 수행되고 있는데, 미국의 양검진 회에서는 양결핍 

주44) 미국의 통계를 보면, pneumococcal 감염, 인 루엔자, B형감염으로 사망하는 성인이 5～7

만명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노인사인의 5번째로 인 루엔자와 폐렴이 열거되고 있다

(Stollerman,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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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에도 유용한 양문제에 한 종합 인 평가도구를 개발하여 노인들의 

양상태를 진단하는데 이용하고 있다(Nutritional Screening Initiative, 1991, 1993). 

  양사업을 통한 3차 방은 질병을 치료하거나 개선시키는 방법의 일환으로 

의료  양요법(medical nutrition therapy)을 포함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식단

변경에 한 상담지도, 식단보완, 식단, 튜 식사요법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

한 양  치료방법을 통해서 환자의 상태를 개선시키고, 건강수 을 유지하고, 

신체  기능을 회복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다. 

  나. 2차 방  서비스

  2차 방사업의 심인 검진(screening)에 해 노인계층에게는 은 계층과는 

다른 방법이 권고되고 있다. 즉, 검진 상의 상한연령을 설정한다든가, 과거 검

진의 정상 인 결과를 보인 상노인에게는 검진횟수를 이는 경우이다. 그 

신에 검진비용이 비교  비싸지 않으면서 치료의 혜택이 큰 치매나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에 한 검진이 보편 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임상의들은 노화

에 따라 불가결하게 나타나는 증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Anderson, et al., 

1994). 한, 시각과 청각의 손상정도에 한 검진도 단순하지만, 치료에 의한 

일상생활동작의 기능향상을 크게 기 할 수 있는 내용이다(Woolf, 1995).  

  한편, 식품안  평가, 식료품구입‧조리기구구입‧조리방법 등에 한 근을 

포함하는 2차 방 략은 건강증진 로그램의 일부분으로 필요하다. 이차 방

사업의 양부족‧ 양실조상태를 검진하는 경우가 있고, 그러한 상태에 빠질 

험도를 측정하는 도구도 개발되어 있다. 

  노인계층에게 요한 검진의 하나로 구강검진을 들 수 있는데, 노인계층에게

서는 자립 으로 구강 생을 유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치아상실, 歯茎질환(gum 

disease), 충치 등이 발병하기 쉽다. 특히, 허약 는 장애노인의 경우에는 그러한 

구강질환의 발생 험이 매우 높기 때문에 주기 인 구강검진서비스가 필요하다. 

  참고로 선진국의 허약노인(고 험노인)을 한 건강증진‧검진 로그램에 

해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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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는, 노인건강증진 트 십 로그램인데, 이는 미국의 건강보험공단

(CMS)에서 주 하는 노인건강증진과 보건교육사업으로 정부산하의 질병 리센

터(CDC)와 국립암센터(NCI)와 력하에 이루어지고 있다. 이 사업은 메디 어

에 가입되어 있는 노인을 상으로 보험 여에 포함되어 있는 방서비스를 홍

보하고 이용을 권장하는데 목 을 두고 있다. 

  이 사업의 내용으로는 골 도 측정, 장암 검진, 당뇨병 방서비스, 녹내장 

선별검사, 독감 방 종, 유방암 검진, 자궁경부암 검진, 립선암 검진 등 각종 

검진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다. 홍보 단지와 매체를 통한 국 인 홍보캠

페인을 통해 허약노인과 고 험노인을 표 집단으로 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력을 통해 방서비스 이용을 증진시키기 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참고로 미국과 캐나다에서 노인을 한 검진항목으로 권장되는 내용을 보면 

<표 6-6>과 같다. 

〈표 6-6〉 미국과 캐나다의 노인건강검진사업 권장항목

CDC ACP NIH CTF

상풍 방 종 매 10년 추가 종 매 10년 추가 종 - 매 10년 추가 종

폐렴구균 방 종 66세 이상: 1회 65세 이상: 1회 - 고 험군: 1회

인 루엔자 

방 종
65세 이상: 매년 65세 이상: 매년 - 65세 이상: 매년

변검사 - - 50세 이상: 매년 -

장내시경 - -
50세 이상: 

      매 3～5년
-

직장수지검사 - - 40세 이상: 매년
립선암에는 부

함

유방검사 - 40세 이상: 매년

40～50세: 매 1～2년 

+ 유방조 술

50세 이상: 매년

50～59세: 매년

유방조 술 - 50세 이상: 매년

40～50세: 매 1～2년 

+ 유방조 술

50세 이상: 매년

50～59세: 매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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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6〉 계속

USPSTF 학회 소비자단체

상풍 방 종 매 10년 추가 종 - -

폐렴구균 방 종 65세 이상: 1회 - -

인 루엔자 

방 종
65세 이상: 매년 - -

변검사 고 험군: 매년 - 50세 이상 - 매년

장내시경 고 험군 -
50세 이상 - 2회 

음성 정후 매 3～5년

직장수지검사 - - -

유방검사 40세 이상: 매년

40～50세: 매 1～2년 + 

유방조 술

50세 이상: 매년 

40～50세: 매 1～2년 + 

유방조 술

유방조 술 50세 이상: 매 1-2년

40～50세: 매 1～2년 + 

유방조 술

50세 이상: 매년 

40～50세: 매 1～2년 + 

유방조 술

〈표 6-6〉 계속

CDC ACP NIH CTF

콜 스테롤 -

무증상 남성: 매 5년

여성과 노인: 선택사

항

20세 이상: 매 5년 -

자궁암 검사(Pap 

smear)
- -

18세 이상 는 성

활동이 높은 경우: 

3년 연속 검사후 의

사지시에 따를 것

35～60세: 매 5년

비정상시 매년 계속

검사

당검사 -
무증상 건강한 성인: 

비권장
-

당뇨병 가족력 는 

순환기질환

압측정 - - 18세 이상: 매 2년 65세 이상: 매 2년

심 도 - 무증상자: 비권장 - 유증상 성인

안검사(안압검사 

포함)
- - - 비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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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6〉 계속

USPSTF 학회 소비자단체

콜 스테롤 의사의 지시에 따를 것 - 20세 이상: 매 5년

자궁암 검사(Pap 

smear)

지속 인 음성 정을 보

이지 않은 여성: 매 1～3

년

18세 이상 는 성 활

동이 높은 경우: 3년 연

속 검사후 의사지시에 

따를 것

18세 이상 는 성 활동

이 높은 경우: 3년 연속 

검사후 의사지시에 따를 

것

당검사
비만, 당뇨병 가족력, 임

신성 당뇨병 가족력
-

20～75세: 매 5년

75세 이상: 선택사항

압측정
의사의 지시에 따라 정

기 으로
- 20세 이상: 매 15년

심 도 유증상 성인 - 20, 40, 60세

안검사(안압검사 

포함)
의사의 지시에 따를 것

40세 이상: 매년

40세 이상: 매 2-5년
35세 이상: 매 2년

주: CDC: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CP: American College of Physicians, NIH: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CTF: Canadian Task Force, USPSTF: United States Preventive Services Task Force

   하나는, 고령자건강유지 로그램(Senior Health Watch)인데, 미국 메디 어

(Medicare)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존스홉킨스 학이 주체가 되어 실시한 ‘고령자

건강유지(Senior Health Watch)’라는 로그램에서는 노인을 한 방서비스를 

실시하고 이에 한 건강상태, 의료이용, 의료비 측면에 한 평가도 실시하

다주45). 고령자건강유지(Senior Health Watch)사업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서비

스를 제공하 다. 크게는 병력과 신체검사, 임상병리검사와 방 종, 그리고 

상담으로 구분된다.

① 병력  신체검사: 이학 (理學的) 검사- breast and pelvic exam, digital rectal 

주45) Burton L. C., Steinwachs D. M., German P. S., Shapiro S., Brant L. J., Richards T. M., Clark 

R. D., “Preventive services for the elderly: would coverage affect utilization and costs under 

Medicare?”,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1995; 85:387～391. German P. S., Burton L. 

C., Shapiro S., Steinwachs D. M., Tsuji I., Paglia M. J., Damiano A. M., “Extended coverage 

for preventive services for the elderly: response and results in a demonstration population”,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1995; 85:379～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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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m. 특히, 시력, 청력, 치아상태 조사

② 임상병리검사와 방 종: total cholesterol count, stool occult blood test, Pap 

smear

③ 건강 해요인에 한 상담: 흡연, 운동, 식사, 음주, 정서  불안, 상해  

낙상 방, 약복용  부작용, 수면장애, 기능상태, 실

  실험군과 조군에 한 2년 추구조사결과 방서비스를 받은 집단이 상

으로 건강상태가 좋았으며 사망률도 낮았다. 호응도도 높아 실험군의 63%가 

방서비스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의료이용과 의료비에 있어서는 반

으로 두 집단간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단, 총의료비에 있어 실험군이 

조군보다 었다. 병원입원율과 퇴원율에 있어서도 방서비스를 받은 집단

이 조집단에 비해 낮았다. 

다. 3차 방  서비스

  3차 방사업에서 노인계층의 어는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즉, 이 부

문의 방사업은 장애(disability)의 발생을 방하거나 악화되는 것을 막는데 목

을 둔 극 인 치료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극 인 재활치료는 

장애의 발생률을 이거나 장애로 인한 사회  핸디캡을 일 수 있기 때문에 

노인환자의 삶의 질을 바꾸어 놓을 수 있다(Elizabeth, et al., 2001).  다른 형태

의 3차 방은 주거개선이나 신체보장구의 제공과 같은 사회서비스를 통해서 

장애에서 사회  핸디캡으로 이 되는 것을 최소화시키는 것도 의미할 수 있다. 

  허약노인과 련해서는 3차 방의 목 을 폐용증후군주46) 발생의 억제에 두

주46) 폐용증후군이란, 와상상태의 안정은 과거 질환치료에 필수 인 조건으로 고려되어 왔으나, 

그러한 안정상태에는 마이 스의 측면도 있는데, 이를 통칭해서 폐용증후군(disuse 

syndrome)이라 부르고 있다. 즉, 폐용(사용치 않음), 부동(고정되어 있음), 운동부족 등에 의

해 생리기능, 사가 하되고, 다양한 병  증후를 나타내는 상을 가리키고 있다. 이러

한 폐용증후군은 고령자일수록 발생하기 쉽고, 일단 발생하는 경우에는 개선시키는 것이 어

렵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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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폐용증후군은 다음과 같은 차를 밟으면서 악순환

되는 상을 보이고 있다. 즉, 경증질환이나 부상, 는 생활습 으로 인하여 

정 인 생활을 하게 되고, 안정된 상태로 유지되는데, 이것이 일차 인 폐용증

후군을 발생시키고 있다. 이로 인하여 신체  기능이 하되어 일상생활동작의 

능력 하로 나타나게 되어 다시 정 인 생활이 지속되어 2차 인 폐용증후군을 

발생시키는 악순환 상이 나타난다. 이와 같이 폐용증후군은 기능을 하시켜 

와상상태에 빠지게 하거나, 기능의 하를 발생시키기도 이 에 질병의 합병증

이나 장애를 악화시켜 그 로 와상상태에 빠지게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폐용증후군은 하지 못한 재활치료에 의해 발생되는 경우도 있다

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폐용증후군에 의해서 기능을 하되었다고 하더라도 

ADL능력의 하를 야기시키지 않도록 한 재활치료를 하거나 는 ADL능

력이 하되었다고 하더라도 한 재활치료를 통해서 와상상태에 빠지는 것

을 방지하고 정 인 생활에서 탈피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한 재활치료

를 통하여 생활 체의 활성화를 진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폐용증후군

으로부터 탈피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면, 장기 으로는 와상상태를 해결할 수 

있고, 활동 인 노후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로 미국의 허약노인을 한 재가 물리치료 로그램 사례를 보면, 미국 

일 학 에서 시행한 시범사업으로 신체장애가 있어 거동이 불편한 75세 이

상 노인을 상으로 재가방문을 통한 개인맞춤식 물리치료 로그램을 실시하

다주47). 훈련된 물리치료사가 노인을 가정방문하여 노인의 기능상태와 환경

상태를 평가하여 이에 맞는 각종 운동 로그램과 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하 다. 

  침 에서 움직이기, 외출, 이동, 집안에서 걷기 등의 제한이 있는 경우 안

교육과 효과 인 신체활동 동작에 한 훈련이 이루어졌다. 보조기 사용에 

한 교육과 훈련, 그리고 집안의 신체기능을 방해하는 환경  해요인을 제거

해주었다. 운동 로그램으로는 균형과 신체부 의 동작범  향상을 한 물리

치료요법을 매일 1회씩 실천하도록 하 다. 환경 해요인 제거에는 카페트, 

주47) Gill T. M., “A program to prevent functional decline in physically frail, elderly persons who 

live at home”,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347, 2002, pp.1068～1074를 참고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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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걷기에 있어 장애물 제거, 화장실과 부엌의 미끄럼방지 장치 부착, 조명 조

, 복도와 난간 수리, 화장실에 보조장치 설치 등이 이루어졌다. 사업평가결과 

실험군에 속한 허약노인의 신체기능이 하되는 정도가 조군에 비해 낮았다. 

〔그림 6-4〕 폐용증후군의 악순환(Ⅰ)

정적인 생활
(안정)

정적인 생활
(안정) 폐용증후군폐용증후군

와상상태와상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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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5〕 폐용증후군의 악순환(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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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6-6〕 폐용증후군으로부터의 탈피

생활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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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전체의
활성화

폐용증후군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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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지향적
재활치료

자립지향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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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자신ㆍ가족의 QOL 향상노인자신ㆍ가족의 QOL 향상

촉진

  이와 같은 폐용증후군은 장기요양시설과 같은 시설거주노인보다는 지역사회‧

가정에서 생활하는 허약노인에게 발생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가정방문을 통한 

극 인 재활서비스가 제공될 필요가 있다. 특히, 장애노인에게 집 되어 있는 

재활치료서비스는 허약노인으로 하여  상 으로 재활치료를 받을 기회가 없

어 폐용증후군의 발생을 유도하고 기능제한상태의 증화를 래하게 하여 결

국 장애노인으로 쉽게 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을 감안할 때(Walsh, et al., 

1992), 허약노인에 한 한 재활치료가 필요하다. 

라. 만성질환의 치료  리서비스

  허약노인이 지니고 있는 주요 만성질환으로는 이미 술한 바 있지만, 

염, 고 압, 당뇨병, 심질환 등이 있는데, 이러한 만성질환에 한 치료  리

는 의료기 내에서 의사의 편의와 스 에 의해 제공되고, 그들의 결정에 따

라 환자가 진료를 받는 경우가 일반 이다. 그러나 의사에 의한 방문의료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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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는 환자의 가정에서 환자  가족이 심이 되어 만성질환의 조   신체기

능의 향상에 주력하고 의료인이 이를 조하는 서비스라 볼 수 있다(권인순, 

2002). 특히 허약노인의 경우에는 서비스 수 여하에 따라서 장애노인으로 얼

마든지 락할 수 있는 계층이고, 빈번한 의료기 을 방문하여 수동 인 진료

를 받기 때문에 가정환경에 합한 의료서비스를 능동 으로 받기 해서는 의

사의 방문에 의한 서비스가 필요하다. 

  그리고 부분의 노인들이 1가지 이상의 만성질환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

만큼 질병 리를 해서 각종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약물복용으로 

인하여 唾液과다분비증 등을 유발하는 구강질환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Swanson, et al., 2001). 따라서 치과의사의 노인가정 방문을 통한 진

료서비스가 정기 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특히 허약노인 자신이나 노인

의 간병수발자도 치아 리에 한 의식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치아 리에 한 구강 생교육에 한 지도가 필요하다. 

  투약 리서비스가 질병 리차원에서 제공될 필요가 있다. 특히, 부분의 노

인이 1가지 이상의 만성질환을 앓고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체노인의 

반가량은 2개 이상의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평소에 몇 가지의 의약

품을 복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 투약으로 인하여 신체  활동

이 둔해지고, 기능상태의 제한에까지 향을 끼치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재가 허약노인에 한 약사  간호사에 의한 투약 리서비스가 제도화되어 있

을 필요가 있다. 

  끝으로 방문간호  방문보건교육서비스가 있는데, 이는 재 가정간호서비

스나 보건소 심의 방문간호서비스가 제공되고 있기는 하지만, 방문보건교육서

비스는 허약노인을 집 상으로 신체  기능의 허약성과 련한 질병에 한 

보건교육이 정기 으로 제공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연이나 주‧ 주, 운

동 등 건강실천행 에 한 보건교육이 재가 허약노인에게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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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허약노인 상 보건의료서비스 리운 체계 개발

  1. 기본방향 

  본 연구의 분석 상인 허약노인에게는 보건의료서비스뿐만 아니라 자신의 신

체 , 정신  기능을 최 한 유지  향상시키기 해서는 복지서비스도 필요

다고 하겠다. 특히, 허약성은 작스럽게 찾아온다기보다는 서서히 완만하게 진

행되고 있기 때문에 가 이면 기단계에서부터 개입서비스가 보건복지의 각 

부문에서 제공되어야 한다. 따라서 허약노인 상의 보건의료서비스의 리운

체계는 서비스의 연속성이라는 개념을 기 로 하고, 지역사회단 의 이용자

심체계로 구축되어야 그 서비스의 효과성을 극 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가. 서비스의 연속  체계(continuum of care system) 구축

  기본 으로 서비스의 연속  체계란 일반보건, 정신보건  사회서비스를 통

하여 환자를 지도하는 이용자 심의 통합  체계로 정의내리고 있는데

(Evashwick, 1987), 이 개념에 의하면 어디까지나 이용자 심(client-oriented)체계

라는 것이고, 여러 기 에서 분 으로 제공되는 각종 서비스를 소비자의 욕

구의 흐름에 따라서 연속 으로 제공해 주는 것을 제로 하고 있다. 

  이러한 이용자 심의 체계가 본 연구의 기본 인 리운 체계라 볼 수 있는

데, 이용자 심방식의 보건사업에는 두 가지의 기본 여건이 해결되어야 가능하

다. 첫째는 지역사회 노인의 건강상태에 한 정확한 진단과 둘째는 보건사업 

수행의 자원 확보이다.

  지방자치제의 도입 이후 각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건사업을 실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허약노인 상 보건사업도 지역  상황에 한 분석을 바탕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그런데 재 각 보건소에서는 지역사회 노인의 건강상태에 

한 정확한 진단을 하기 어렵다. 이것은 지역을 단 로 하는 자료의 생성이 

미흡하기 때문이다. 재 국가 차원에서 건강을 주제로 실시되는 표 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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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로는 국민건강‧ 양조사가 있다. 그러나 이 조사는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수

을 표할 수 있는 자료 생산에 일차 인 목표가 있기 때문에 각 지역의 자

료는 거의 산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각 지역에서는 지역보건

의료계획서를 제출하는 시기를 감안하여 자체 산을 수립하여 지역사회진단을 

실시하고 있다. 

  그런데 미국의 경우 지역단 (州 단 )에서 보건정책을 세울 때는 주로 

BRFSS(Behavioral Risk Factor Surveillance System)의 결과를 이용하고 있다. 

1970년 부터 건강행태가 건강에 향을 다는 것이 밝 지면서 건강행태 조

사에 한 요성의 두와 더불어 지역단 (州 단 )에서 이러한 자료의 요구

도가 증가하면서 BRFSS를 시작하여 재 미국내 50개 주에서 실시하고 있다. 

국 조사( : NHIS, NHANES)에서 얻어진 자료는 지역단 (주단 )에서 사용

하기 어렵고, 지역단 (주 단 )에서 국 조사와 동일한 조사를 실시한다는 것

은 고비용이므로 합하지 않다는 것이 BRFSS를 시작하게 된 근거이다. 이에 

따라 미국질병 리본부에서는 각 주의 보건당국과 공동으로 신속하게 비용으

로 실시할 수 있는 화조사 감시체계를 구축하 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같

은 방법을 유사하게 용한다면 지역사회 자체 으로 근거를 기반으로 보건사

업을 기획하고 수행하여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이용자 심의 방식으로 노인보건사업이 이루어지기 해서는 이러한 사업 수

행을 한 지역사회 기반의 자원이 확보되어야 한다. 자원에 있어 가장 요한 

것은 인력과 산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인력의 경우 본 연구에서 실시한 심층

면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거의 모든 보건소에서 문 인력의 부족을 문제

으로 지 하고 있는 부분이다. 

  이와 같은 문제 을 해결하기 해서 두 가지 근 방법이 가능할 것으로 

단된다. 농   도농복합지역의 보건소에서는 보건지소  진료소를 극 으

로 활용하는 방안이다.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보건진료원은 할 지역의 

상황과 지역주민에 해서 잘 알고 있는 인력이다. 이러한 인력의 질은 차치하

더라도 사업 상 노인에 한 근성이 높을 수 있다는 것은 용이하게 측할 

수 있는 사실이다. 따라서 보건소를 그 지역사회의 거 으로 설정하고, 보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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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진료소의 치에 따라서 지역을 구분하여 소지역에 한 사업을 보건지

소  진료소에 할당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다. 이때 일정 부분의 산을 

자율 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보건소에서는 각 소지역별로 경쟁 방식을 

도입하여 사업이 활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하는 역할과 담당 인력을 

상으로 지속 으로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한 도시지역의 

경우에는 복지  등의 기존 지역사회 자원과의 연계망을 확고히 하는 방안이 

재로서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단된다. 도시지역 보건지소 설치에 한 참여

정부의 공약이 아직 실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인력을 지원받거나 지역을 분할하

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따라서 연계망을 확 하고 체계 으로 리하는 방안

이 필요하다. 

  산의 경우 각 보건소의 산 수립  집행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유연한 

산 운 이 가능하도록 하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보건소별로 사업

의 내용  수행 방식이 다소 다르기 때문에 일률 으로 동일하게 운 할 수는 

없다. 이러한 이 우선 으로 해결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단된다.

나. 재원조달방안 

  허약노인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비용의 조달방법에는 서비스의 유형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 크게 나 어 치료 심의 서비스비용은 국민건강보험재정에서 충

당하는 것이 타당하겠지만, 방 심의 서비스비용은 정부 산과 이용자의 일

부본인부담으로 충당되어야 할 것이다. 

  제1 에서 제시한 각종 서비스 에서 질병 리에 소요되거나 재활치료에 소

요되는 비용은 국민건강보험재정에서 충당하여야 하나, 근력강화 로그램은 지

역단 의 보건(지)소를 심으로 수행하는 것이므로 산도 정부(국고+지방비)

에서 일정량을 투입하고, 국민건강증진기 에서 일부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다

만, 허약노인의 기능이 향상되면 자연 으로 병의원을 방문하는 기회도 어들 

것이므로 건강보험재정의 감효과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재정

에서도 일정부문 기여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재 건강검진비용을 보험 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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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불하고 있다는 을 고려하여 노인의 건강검진 수진율을 제고시키기 해서

라도 신체기능의 허약정도를 측정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한다. 

  2. 지역사회내 연계  보건복지체계 모형

  본 연구의 기본 인 허약노인 상 보건의료서비스는 기능향상에 을 두고 있

다. 이러한 기능향상 심의 서비스는 일차 으로 재활‧운동 심의 보건의료서비스

가 필요하지만, 일단 향상된 신체  기능을 유지시키기 해서는 복지  서비스를 

제공해  수 있는 복지시설에서의 생활지원 등의 서비스가 연계 으로 필요하다. 

  이러한 에서 허약노인의 기능향상  유지를 한 지역사회내 보건복지

체계 모형은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먼 , 시군구단 로 허약노인 보건의료복지를 지원할 수 있는 노인건강증진

센터(가칭)를 설치한다. 이 시설은 지역사회거주 허약노인의 집 인 기능훈련

설비‧장비를 갖추고 있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시군구단 로 설치되어 있는 보

건소가 그 기능을 담당하도록 한다. 여기에서 장기요양서비스에 한 정보뿐만 

아니라 방문간호사를 통하여 재가 허약노인의 가정이 건강상의 해요소를 유

발시킬 수 있는 주거환경에 처해 있는지에 한 정보를 단하여 제공하도록 

하고, 각종 보건복지서비스를 조정하는 역할도 지니도록 한다. 이를 해서 보

건소마다 자체 으로 노인건강증진 의회를 구성하는데, 보건, 의료  복지

문가가 을 이루도록 한다. 인 역할은 장기요양 발생의 방  에

서 필요한 지역사회내 보건‧의료‧복지서비스를 연계 으로 조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읍면동지역 차원에서도 소지역단 의 노인건강증진센터분소를 설치하

는데, 이것도 기존 보건지소나 경로당 는 노인복지시설내에 설치하도록 한

다주48). 여기에서 보건지소는 보건진료소와 함께 최일선 보건기 에 해당하고, 

경로당은 노인이 가장 근하기 쉬운 시설이기도 하다. 허약노인의 기능향상을 

한 방법에는 앉은 자세에서 간단한 도구를 이용해서도 가능한 것이 있기 때

주48) 기본 으로 면단  소재지에는 보건지소가 설치되어 있지만, 소도시지역의 동단 에는 

보건지소가 없기 때문에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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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보건지소나 경로당의 건물을 활용하여도 충분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향상된 기능은 보건기  이외에 주간보호센터나 노인복지 과 같

은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각종 취미, 오락 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지속 으로 

유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보건시설과 복지시설간의 연계체계를 구축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요하다.  

〔그림 6-7〕 허약노인 기능향상을 한 지역사회보건복지체계 모형

시군구

⇩

노인건강증진센터

(보건소단 )

<기본사업> <선택사업>

- 센터분소 업무조정

- 기능향상/복지지원서비스 

  조정

- 장기요양서비스 정보제공

- 주거환경서비스 정보제공

- 기능향상서비스 직 제공

<노인건강증진 의회>

(보건‧의료‧복지 문가 )

- 장기요양발생 방차원에서의 허약노인을 상으로 한 효과 인 방  서비스를 조정 

장기요양시설 연계

(복지부문)

장기요양 방/복지서비스 

종합조정

센터분소 총

(읍면동 단 )

⇩ ⇩
 - 재가서비스

  ․ 홈헬 서비스센터

  ․ 주간보호센터

  ․ 단기보호센터

 - 시설서비스

  ․ 노인요양시설

  ․ 노인 문요양시설

  ․ 소규모요양주택 

 - 상담

 - 고령자의 실태 악

 - 장기요양 상 제외의 

   허약노인에 한 지원

 - 지역주민활동 육성

 - 기능향상훈련 실시

 

 



제 7 장 정책제언  결론

제 1  정책제언

  본 연구에서 제시된 각종 서비스는 이론 인 뒷받침을 근거로 실증자료를 분

석하여 제안했다기보다는 기존 연구결과를 토 로 한 것이다. 따라서 지역사회 

거주의 허약노인에 한 보건의료서비스 욕구를 악하고, 이를 해결하는 차원

에서 정책  제언을 정리하고자 한다.  

  1. 지역사회내 허약노인의 선정을 한 도구 개발

  우선 으로는 허약노인을 선정하기 한 도구를 개발하는 것이 으로 

필요하다. 이미 제2장에서 살펴보았듯이 허약노인을 선정하는 도구가 연구자마

다, 는 국가마다 다르게 제시되고 있는데, 이는 어디까지나 노인의 생활습  

등이 국가마다 상이하기 때문이다. 비록 장기요양 상 노인을 선정하기 한 

사정도구(assessment tool)가 재 우리나라에서도 개발 에 있지만, 이는 장애

상태에 을 두고 개발되는 것이어서 그 이  단계인 허약성을 제시해주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다시 말하면, 장기요양 상노인 선정도구가 기능향상을 

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기보다는 장애상태의 기

능을 보조해주는데 필요한 서비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해 볼 때, 허약노인선정을 한 별도의 도구개발이 필요

하다. 이는 행 노인 상의 건강검진항목을 일부 조정하여 활용할 수도 있겠

지만, 장기요양 방이라는 거시 인 차원에서 도구개발이 필요하다.  

  이를 해서 본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허약노인의 개념  정의에 입각하

여 허약노인을 선정하고, 이들이 필요로 하는 보건의료서비스의 욕구도 아울러 

악할 수 있는 기 인 설문지를 개발하여 부록에 게재하 다. 이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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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설문지에 불과한 것이고, 조사결과를 토 로 재 우리나라 노인의 기능상

태가 어느 수 에 놓여 있는가를 분석하여 선정도구를 개발하여야 한다주49). 

특히, 이는 최소한 3개년의 종  추 조사를 기 로 하여야 한다. 

  2. 허약노인 상의 노인건강증진센터 설치

  이미 술한 바와 같이 보건소 조직내에 허약노인의 건강을 으로 리

할 수 있는 노인건강증진센터를 시범 으로 설치, 운 하도록 한다. 이러한 센

터내에는 노인건강증진 의회를 구성하여 보건복지의 연계  체계를 구축할 필

요가 있다. 특히, 최근에 시범사업을 실시한 바 있는 지역복지 의체의 경우는 

사업의 상을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지역사회내 모든 주민으로 하 기에 사업

의 범 가 범 하여 의견의 결집이 어려웠던 것으로 단된다. 보다 사업의 

범 를 허약노인으로 축소시켜 이들 노인을 심으로 한 소규모단 의 의체

를 구축하여 운 해 보는 것이 보다 효과 일 것이다.  

  3. 지역사회 심의 허약노인 상 건강증진 로그램 개발

  기존 건강증진 로그램은 성인이나, 청소년을 상으로 한 내용이 심이어

서 노인 상의 로그램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는 청소년기의 흡연이나 음주에 

한 습 은 노후에까지 갈 수 있다는 에서 요하겠지만, 양개선은 허약

노인뿐만 아니라 모든 노인계층에게 필요한 로그램이기 때문에 연‧ 주‧

양개선을 하나의 패키지로 구성하여 노인인구비 이 높은 지역의 노인부터 

보건소를 심으로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농어 지역 거주노인일수록 

흡연이나 음주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고, 이로 인한 양손실도 유발될 수 

주49) 참고로 일본에서는 1983년 노인보건법을 제정하여 허약노인을 선정하고, 그들을 상으로 

지자체마다 자체 으로 장기요양 방사업을 수행하여 왔다. 최근에는 장기요양보험재정의 

악화로 보다 강화된 장기요양 방사업을 계획, 추진하고 있는데, 일본 동경도 노인종합연

구소에서 개발한 허약노인선정도구  장기요양 방 로그램이 그 하나의 모형으로 소개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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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 뿐만 아니라 고염분이 함유된 인 식품 등을 섭취하는 경향이 높기 때문

에 양개선서비스가 건강증진  질병 방차원에서 연  주/ 주 로그

램과 통합 으로 실시하는 것이 효과 일 것이다. 

  4. 보건소 재활치료사업의 상자 확

  재 부분의 보건소에서 제공하고 있는 물리치료사업은 보건소를 내소하는 

노인계층을 상으로 하고 있어 건강수 이 체 으로 양호한 계층이라 할 수 

있다. 그 기 때문에 재활치료를 제공할 시에 보유질병 이외에는 특별히 사

으로 기능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보다 재활치료의 효과성을 

제고시키기 해서는 지역사회에 거주하고 있으나 보건소까지 내소하기 어려운 

허약노인을 발굴하여야 하고, 한, 이를 해서는 물리치료사로 하여  재가노

인의 가정을 방문하게 하여 재활치료뿐만 아니라 상자를 발굴하도록 유도하

여야 할 것이다. 

  5. 노인성질환 리  투약지도서비스의 개발

  비록 허약노인을 선정할 수 있는 도구가 개발되었다고 하더라도 선정된 허약

노인의 건강상태나 질병상태를 종합 으로 분석해  수 있는 문의료인에 의

한 질병 리서비스가 필요하다. 準보건의료인력 에서 간호사에는 가정간호사, 

정신보건간호사 이외에 최근 인정된 노인 문간호사가 제도화되어 간호서비스

는 구축되어 있지만, 정작 이들을 지도‧감독할 수 있는 노인의학 문 의사는 

제도화되어 있지 않다. 향후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가 구축되고, 장애노인의 

정  질병 리 등을 종합 인 식견으로 결정해주기 해서는 문의사가 필요

하게 될 것이다. 특히, 노인의학 문 의사가 필요한 이유는 허약노인의 거의 부

분이 한, 두 가지의 만성질환은 기본 으로 지니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문진

료과목보다는 주요 문진료과목의 진료내용을 갖추고 있을 필요가 있고, 투약

의 종류도 다양하여 이를 제 로 리지도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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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결론

  본 연구는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에 어들었고, 인구고령화가 빠르게 심화

되어 가고 있는 실 속에서 가 이면 고령자로 하여  일상생활동작상의 장

애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제하에 진행되었다. 한, 

재 추진되고 있는 공  노인요양보장제도가 구축되고 있는 시 에서 장애발

생을 사 으로 통제시킬 수 있는 로그램과 리체계가 향후에 필요하다는 

측면에서도 본 연구가 진행되었다. 

  그러한 에서 우선 인 정책 상이 되는 계층이 건강한 노인이라기보다는 

만성질환이 있고, 일상생활동작의 장애 험에 처해 있는 허약노인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 허약노인계층에게 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시하는데 주

목 을 두고 있다. 비록 허약노인에 한 개념  정의는 정리하여 향후 지속

인 연구의 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 으나, 실증자료를 통하여 우리나

라의 허약노인을 선정하는 도구를 개발하는 데에는 여러 여건상 미치지 못하

다. 한, 허약노인에게 필요한 개입 (intervention) 보건의료서비스도 이론 으

로는 정리하 지만, 우리나라의 허약노인에게 실효성이 큰 서비스를 도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노인요양보장제도가 구축이 되어 작동하게 되면, 반드시 장애발생의 

사 ‧ 방 인 서비스가 거론될 것이기 때문에 지 부터라도 근거있는 자료

(evidence-based data)부터 생산하여 비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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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허약노인의 선정지표 개발  보건의료서비스 

욕구실태조사 설문내용

Ⅰ. 일반사항

 ①결혼상태, ②학력, ③동거가족, ④의료보장 가입상태 ⑤병의원 미치료 이유, ⑥소득수  

Ⅱ. 건강실천행

 ①흡연실태, ②음주실태, ③알코올의존도, ④운동, 스포츠 실시행태 

 ⑤육체  활동수 (2km 걷기), ⑤가족/친구/이웃과의 사회 정도, ⑥식사행

Ⅲ. 건강상태

 ①신장, ②체 , ③주  건강상태 ④기능  손상(impairment): 시력, 청력, 작능력, 

 ⑤증상

Ⅳ. 병리상태(pathology)

 ①낙상유무, ②낙상 련: 원인, 부상정도, 상처부  등 ③낙상에 한 두려움유무

 ④만성질환유형

Ⅴ. 보건의료서비스이용/욕구 실태

 ①건강증진활동, 참여의향, ②건강검진수진실태, ③약물복용실태 

 ④한약(보약) 이용실태, ⑤방문보건의료서비스실태

Ⅵ. 신체 기능상태(functional status)

 ①악력(握力) 수  (impairments 측정)

 ②신체 상하기능 능력 측정(8개 지표항목)(functional limitation 측정)

 ③하체기능 능력 측정(4개 지표항목)(functional limitation 측정)

 ④ADL 측정, IADL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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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허약노인 선정지표 개발  보건의료서비스 욕구

실태 조사표

허약노인 선정지표 개발  보건의료서비스 욕구 실태조사표

                

조  사  표
번      호

1  

거   처
번   호

4  

조사표
종  류

12

1
                      

주    소

                             동         아 트         동-호
                 시     읍    ․     ․     통 
반

                             면           리           번지-호  

성    명 생년월일
  년   월

  일(음‧양)
성별

□ ① 남  □ 

② 녀

방문회수 방문일시 방문결과 지도원 검토결과

1

 ____월 ____일

 ____시 ____분～

 ____시 ____분

□ ① 완료

□ ② 외출     

□ ③ 장기출타 

□ ④ 응답거  

□ ⑤ 기타(         )

 □ 양호

 □ 약간 수정

 □ 재방문 지시 

2

 ____월 ____일

 ____시 ____분～

 ____시 ____분

□ ① 완료

□ ② 외출

□ ③ 장기출타

□ ④ 응답거  

□ ⑤ 기타(         ) 

 □ 양호

 □ 약간 수정

 □ 재방문 지시

3

 ____월 ____일

 ____시 ____분～

 ____시 ____분

□ ① 완료

□ ② 외출

□ ③ 장기출타 

□ ④ 응답거  

□ ⑤ 기타(         )

 □ 양호

 □ 약간 수정

 □ 재방문 지시

조사원

성명
             (인)

지도원

성명

             

(인)

화번

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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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조사표〕

일반사항

1. 어르신의 결혼상태는 어떠하십니까?

1) 미혼 2) 유배우 3) 사별

4) 이혼 5) 별거

2. 어르신께서는 학교를 어디까지 다니셨습니까?

   (※ 퇴인 경우에는 반드시 표시하고 퇴한 학년을 기입함)

1)무학  (① 자모름 ② 자해독 ③서당) 2) 등학교 (①졸업  ② 퇴 ______학년)

3)  학 교 (①졸업  ② 퇴 ______학년) 4)고등학교 (①졸업  ② 퇴 ______학년)

5) 문 학 (①졸업  ② 퇴 ______학년) 6)     학 (①졸업  ② 퇴 ______학년)

7)  학 원 (①졸업  ② 퇴 ______학년)

※ <질문 3>은 할아버지(할머니)의 가족  재 동거하고 있는 가족에 한 질문입니다. 주

민등록상의 동거인이 아닌 실제 동거인에 해 기재하여 주십시오.  

3. 재 어르신과 함께 살고 있는 가족이 있습니까?(복수응답)

1) 없다 2) 배우자 3) 자녀

4) 자녀의 배우자(며느리, 사 ) 5) 손자녀 6) 손자녀의 배우자

7) 친인척 8) 친인척의 배우자 9) 기타(__________)

4. 어르신의 의료보장 가입상태는 어떠하십니까?

1) 의료 여 (국민기 생활보장 수 권자)

2) 건강보험 (피보험자, 피부양자로 가입한 경우 모두 해당) 

3) 미가입 (보험료부담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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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난 1년 동안 제때에 필요한 병‧의원 치료를 받지 못한 이 있습니까? 만약 있다면,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1) 병원비가 모자라서 2) 교통수단이 없어서 3) 병원문을 안 열어서

4) 다른 가족을 돌보아야 하기에 5) 일을 하여야 하기에 6) 거동이 불편해서

7) 기타(                              ) 9) 없다

6. 재 어르신의 재산소득, 이자소득 등을 포함한 월평균 가구소득은 다음 항목  어디

에 속하십니까? (하나만 고르시오)

1) 소득없음 2) 20만원 미만 3) 20∼40만원 미만

4) 40∼60만원 미만 5) 60∼80만원 미만 6) 80∼100만원 미만

7) 100∼120만원 미만 8) 120∼140만원 미만 9) 140∼160만원 미만

10) 160∼180만원 미만 11) 180∼200만원 미만 12) 200∼250만원 미만

13) 250∼300만원 미만 14) 300만원 이상
 

건강실천행위

7. 어르신께서는 재 담배를 피우십니까?

1) 피우고 있다               (하루에                개피 정도)

2) 안 피운 지 1년이상 되었다 (                세 부터)

3) 과거부터  피우지 않는다  

8. 어르신께서는 재 술을 드십니까?

1) 마신다  (1주일에                 일 정도)  ➡ 8-1 로  

2) 안 마신 지 1년이상 되었다 (                세 부터)

3) 과거부터  마시지 않는다  

8-1. 술을 끊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 그 다 2) 그 지 않다  

8-2. 술 마시는 것을 비난하는 사람들 때문에 귀찮을 때가 있습니까?

1) 그 다 2) 그 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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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음주 때문에 죄책감을 느끼거나 기분이 나쁠 때가 있습니까?

1) 그 다 2) 그 지 않다

8-4. 술을 마신 다음날 아침 불쾌감을 없애고 기운을 차리기 해 해장술을 마실 때가 

있습니까?

1) 그 다 2) 그 지 않다

9. 어르신께서는 정기 으로 운동, 스포츠, 체조, 산책 등을 하시고 계십니까?

1) 하고 있다 ➡ 9-1로 2) 하고 있지 않다

9-1. 어떠한 운동을 하고 계십니까? (복수응답)

    (※ 밭이나 논일을 하기 해서 걷는 것은 제외함)

1) 게이트볼 5) 춤 9) 산책

2) 조깅 6) 수 10) 걷기

3) 구기(테니스, 탁구 등) 7) 무술 11) 기타 (           )

4) 등산, 하이킹 8) 체조

9-2. 각종 운동이나 스포츠를 모두 합해서 1주일에 몇 일 정도 하고 있습니까?

                            (          일)

10. 어르신께서는 1주일에 몇 번을 2km(5리) 정도 걷고 있습니까?

    (※ 밭이나 논일을 하기 해서 걷는 것도 포함)

1)  없다 2) 한 번 미만

3) 한 번 4) 2～3번 정도

5) 4～5번 정도 6) 매일

11. 지난 1주일간 다음과 같은 가족/친구 등과의 을 한 이 있습니까?

    (복수응답)

11-1. 가족(자녀 등), 친구, 이웃을 만나기 해 외출한 이 있다

     1) 있다     2) 없다

11-2. 가족(자녀 등), 친구, 이웃이 집에 찾아온 이 있다

     1) 있다     2) 없다

11-3. 가족(자녀 등), 친구, 이웃과 화로 통화한 이 있다

     1) 있다     2)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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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어르신의 지난 6개월간 식사와 련한 내용입니다.  

12. 어르신께서는 하루에 한끼 이상을 거른 이 있습니까?

    ( : 음식물이 없거나, 돈이 없어 음식을 구입하지 못해서)

1) 자주 있다 2) 가끔 있다 3) 거의 없다

13. 평소의 식사습 에 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항목에 번호를 기입해 주시오. 

 1) 하루에 필요한 충분한 양의 음식을 먹지 못한다. 1)그 다   2)그 지 않다

 2) 평소에 거의 부분 혼자서 식사한다. 1)그 다   2)그 지 않다

 3) 매달 하루 이상 아무것도  먹지 않는 날이 있다. 1)그 다   2)그 지 않다

 4) 식욕이 좋지 못하다 1)그 다   2)그 지 않다

 5) 특별식을 하고 있다. (생식이나 병 치료 등 때문에) 1)그 다   2)그 지 않다

 6) 야채를 하루에 두 번 이하 섭취한다. 1)그 다   2)그 지 않다

 7) 유제품/우유를  먹지 않거나, 하루에 1회 정도 먹는다. 1)그 다   2)그 지 않다

 8) 먹기 불편할 정도로 치아나 입안에 문제가 있어 씹거나 삼

키는데 어려움이 있다. 
1)그 다   2)그 지 않다

 9) (여성인 경우) 매일 1회 이상 술을 마신다. 1)그 다   2)그 지 않다

10) (남성인 경우) 매일 2회 이상 술을 마신다. 1)그 다   2)그 지 않다

11) 잇몸, 치나, 입안에 통증이 느껴진다. 1)그 다   2)그 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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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상태

   

14. 어르신의 신장과 체 은 얼마입니까?

 신장:                 cm    체 :                       ㎏

15. 어르신께서는 자신의 건강상태가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나쁘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좋은 편이다 3) 체 으로 나쁜 편이다

2) 체 으로 좋은 편이다 4) 매우 나쁜 편이다

※ 시력, 청력  작상태(씹기)에 한 질문입니다.

질  문  내  용

보조기 사용여부
(※ 보조기는 안경, 돋

보기, 보청기, 틀
니 등을 말함

상태
(보조기사용 포함)

16. 시력(TV시청, 신문보기) 상태
1)보조기 사용

2)보조기 미사용

1)좋다

2)나쁘다

3)거의 안 보인다

17. 청력( 화통화, 사람과의 화) 상태
1)보조기 사용

2)보조기 미사용

1)좋다

2)나쁘다

3)거의 안 들린다

18. 씹기(고기나 딱딱한 것 씹기) 상태
1)보조기 사용

2)보조기 미사용

1)좋다

2)나쁘다

3)거의 못 씹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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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어르신께서 지난 1년간 다음과 같은 증상(symptoms)을 경험하신 이 있습니까? 

19- 1. 가슴이 답답하거나 통증을 느낀 이 있다. 1)   2)아니오

19- 2. 밤에 잠잘 때 숨이 차거나, 자다가 숨이 막  깬 이 있다. 1)   2)아니오

19- 3. 낮에 발이나 발목이 붓다가 녁에 가라앉았던 이 있다. 1)   2)아니오

19- 4. 평소에 기침을 하거나 가래가 나온다. 1)   2)아니오

19- 5. 숨쉴 때 쌕쌕거리는 소리(피리소리, 천명은 등)가 들린 이 있다. 1)   2)아니오

19- 6. 한 달이상 손이나 손목이 아 거나, 쑤시거나, 불편한 이 있다. 1)   2)아니오

19- 7. 한 달이상 어깨가 아 거나, 쑤시거나, 불편한 이 있다. 1)   2)아니오

19- 8. 한 달이상 엉덩부 가 아 거나, 쑤시거나, 불편한 이 있다. 1)   2)아니오

19- 9. 한 달이상 무릎이 아 거나, 쑤시거나, 불편한 이 있다. 1)   2)아니오

19-10. 한 달이상 발이 아 거나, 쑤시거나, 불편한 이 있다. 1)   2)아니오

19-11. 한 달이상 허리가 아 거나, 쑤시거나, 불편한 이 있다. 1)   2)아니오

19-12. 일어날 때 기증이 난 이 있다. 1)   2)아니오

19-13. 귀에서 소리가 난 이 있다. 1)   2)아니오

19-14. 명치부 가 아 거나 더부룩하고 신물이 넘어온 이 있다. 1)   2)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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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상 경험(pathology; injury)

20. 어르신께서는 지난 12개월 동안에 넘어진 이 있습니까?

    (사례: 미끄러져서, 발을 헛디뎌서, 사물에 손발이 걸려서, 갑자기 주 앉게 되어서)

1) 없다 2) 있다 (                      번) ➡ 20-1 로

   20-1.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크게 넘어진 이 있는 경우에 그 원인은 무엇이었습니

까?      (복수응답)

1) 미끄러져서

2) 다리를 겹질려서(발을 헛디뎌서)

3) 사람이나 사물에 부디쳐서 

4) 갑자기 어지러워서 (갑자기 주 앉게 되어서)

5) 보도나 문의 턱에 손발이 걸려서

6) 기타(                                         )

  ※ 이 에서 가장 주된 원인을 하나만 선택하시오 (           )번

   20-2. 그 때 어디에서 넘어지셨습니까? 

1) 방에서 2) 화장실에서 

3) 부엌에서 4) 계단에서 

5) 집밖 길에서 6) 기타 (                )

   20-3. 그 때 상처를 입었습니까? (복수응답)

1) 아무런 상처도 입지 않았다 5) 상처를 꿰맬 정도의 부상

2) 찰과상 6) 골 ( 의 부러짐) ➡ 20-4 로

3) 타박상 7) 정신을 잃었다

4) 삠 8)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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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4. 그 때 골 을 당하 을 때 신체의 어느 부 습니까? (복수응답)

1) 고 (엉덩이 ) 부 5) 허리나 가슴 (상체부 )

2) 정강이, 무릎 등 6) 어깨에서 손목까지

3) 발목, 발등, 발가락 등 (발 부 ) 7) 손목, 손등, 손가락 등 (손 부 )

4) 등 8) 기타 (                 )

21. 어르신께서는 재 넘어지는 것이 두렵다고 느끼십니까?

1) 매우 두렵다 ➡ 21-1 로 2) 약간 두렵다 ➡ 21-1 로 3) 두렵지 않다

   21-1. 넘어지는 것이 두려워서, 외출을 하지 않는 이 있습니까?

1) 항상 그 다 2) 때때로 그 다 3) 그 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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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질환 유무(pathology: disease)

22. 어르신의 재 3개월 이상 앓고 있는 만성질환에 한 질문입니다.

   질 병 명
 22-1. 질병
      여부

 22-2. 의사 최  
       진단시기

 22-3. 치료여부

 질병 각각에 해 질문하시오.

재 3개월 이상 

앓고 있는 질환

이 있습니까?

0) 없다

1) 있다  

0) 진단받은 없다
1) 1년 미만  
2) 1～3년 미만
3) 3～5년 미만
4) 5～10년 미만
5) 10년 이상
6) 기억 안남

재 치료를 받고 있

습니까?

0) 아니오

1)   

1) 암

2) 근골격계

  질환

(1) 염(퇴행성 는 
   류마치스성 염)

(2) 요통, 좌골통

(3) 디스크(추간  탈출증)

 (4) 신경통

 (5) 골다공증

3) 소화기계

  질환

(1) 소화성궤양
( 염, 궤양, 십이지장궤양)

(2) 만성간염, 간경변증

4) 내분비,

  사성

(1) 당뇨병 

(2) 갑상선 질환

5) 순환기계

  질환

(1) 고 압

(2) 풍, 뇌  질환

(3) 심증 

(4) 심근경색증

6) 호흡기계

질환

(1) 폐결핵, 결핵

(2) 만성기 지염(심한 기침, 

   가래) 폐기종

(3) 천식

7) , 귀질환
(1) 백내장

(2) 만성 이염

8) 만성신장질환(만성신부 )

9) 빈

10) 피부병

11) 골 , 탈골  사고로 인한 휴유증

* 에서 말 드린 질환 외에 3개월 이상 앓고 있는 질환이 있습니까? 있다면 아래에 기입하여 주십시오.  

12) 질병명:                           

13) 질병명:                           

 ※ 조사원: 응답 어르신이 갖고 있는 총 질병수를 확인하여 기록하시오.  (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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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계속)

   질 병 명
 22-4. 치료기
      (복수응답)

 22-5. 약 복용
      여부

 22-6. 일상생활
      지장정도

 질병 각각에 해 질문하시오.

1) 종합병원

2) 일반병원

3) 한방병원

4) 일반의원

5) 한의원

6) 보건기

7) 기타(       )

재 치료약을 복

용하고 있습니까

0) 아니오

1)   

지  질병 때문에 일상생

활을 하는데 지장이 있습

니까?

1) 크게 있다 

2) 약간 있다 

3)  없다 

1) 암

2) 근골격계

  질환

(1) 염(퇴행성 는 
   류마치스성 염)

(2) 요통, 좌골통

(3) 디스크(추간  탈출증)

 (4) 신경통

 (5) 골다공증

3) 소화기계

  질환

(1) 소화성궤양
( 염, 궤양, 십이지장궤양)

(2) 만성간염, 간경변증

4) 내분비,

  사성

(1) 당뇨병 

(2) 갑상선 질환

5) 순환기계

  질환

(1) 고 압

(2) 풍, 뇌  질환 

(3) 심증

(4) 심근경색증

6) 호흡기계

질환

(1) 폐결핵, 결핵

(2) 만성기 지염(심한 기침, 

   가래) 폐기종

(3) 천식

7) , 귀질환
(1) 백내장

(2) 만성 이염

8) 만성신장질환(만성신부 )

9) 빈

10) 피부병

11) 골 , 탈골  사고로 인한 휴유증

* 앞장에서 말한 기타 질환명을 기입하시오

12) 질병명:                           

13) 질병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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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서비스이용 및 욕구실태

23. 지난 12개월 간에 건강을 유지하기 해 보건소나 복지  등에서 실시하는 로그램

에 참여하신 이 있습니까? (복수응답)

1) 노인건강교실 2) 노인운동교실‧만성질환 운동교실

3) 고 압교실 4) 당뇨교실

5) 경로당 방문 건강 리 6) 성인병 방 교육

7) 치매 방 교육 8) 연 교육

9) 주교육 10) 기타(                      )

11) 모두 참여해본 이 없다 ➡ 23-1 로

  23-1. (모두 참여해 본 이 없는 경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1) 귀찮아서 2) 필요하지 않아서

3) 그 장소에 갈 수가 없어서 4) 별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

5) 기타(            )

  23-2. (한 가지라도 참여해 본 경우) 계속해서 참여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1) 노인건강교실    0) 없다      1) 있다

 2) 노인운동교실‧만성질환 운동교실    0) 없다      1) 있다

 3) 고 압 교실    0) 없다      1) 있다

 4) 당뇨교실    0) 없다      1) 있다

 5) 경로당 방문 건강 리    0) 없다      1) 있다

 6) 성인병 방 교육    0) 없다      1) 있다

 7) 치매 방 교육    0) 없다      1) 있다

 8) 연 교육    0) 없다      1) 있다

 9) 주 교육    0) 없다      1) 있다

10) 기타(                )    0) 없다      1)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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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지난 2년간 건강을 해 신체검사 는 건강검진을 받으신 이 있습니까? (※ 단, 

액  소변채취에 의한 검진에 한함)

1) 있다 ➡ 24-1 로 2) 없다

  24-1. 건강검진은 어디서 받으셨습니까?

1) 종합 문/종합병원 2) 병원 3) 의원

4) 한방병의원 5) 보건소/보건지소 6) 기타_____________

25. 재 복용하고 있는 약물(양약)이 있습니까? (복수응답) (연고류 제외)

1) 없다

2) 병‧의원이나 보건소의 의사가 처방해  약 (치료약) ➡ 25-1 로

3) 의사의 처방없이 약국에서 약사가 권해주거나 본인 단하여 산 약 (치료약) ➡ 25-1 로

4) 본인이 직  단하여 약국에서 산 비치료약 ( 양제 등) ➡ 25-1 로

  25-1. 재 몇 가지의 약을 복용하고 있습니까?

1) 치료약(              )종류  ➡ 25-2 로 2) 비치료약(              )종류 

  25-2. 하루에 약을 드셔야 하는 복약 횟수는 정확하게 지키시는 편입니까?

1) 잘 안 지키고 빼먹는 이 많다

2) 가끔 빼먹는 이 있다

3) 정확하게 지킨다 

26. 어르신께서는 지난 12개월간 한약재가 들어간 보약을 드신 이 있으십니까? (사례: 

탕약, 가시오가피, 흑염소, 잉어/붕어즙 등)  

1)  (        종류) ➡ 26-1 로 2) 아니오

  26-1. 한약재가 들어간 보약을 드신 경우에는 한의사에게 진단이나 처방을 받았습니까?

1) 그 다 2) 그 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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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어르신은 지난 3개월 동안에 다음의 방문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아보신 이 있습니까?.

방문유형

27-1. 방문

      여부

1) 있다

0) 없다

27-2. 방문횟수 

1)월 1회 미만

2)월 1회 정도

3)월 2회 이상

27-3. 방문내용 

(복수응답)

1) 진단

2) 치료

3) 단순한

 방문(안부 등)

4) 기타(     )

27-4. 방문필요 

      여부

1)그 다

0)그 지 않다

(1) 의사 방문 (         ) (         ) (         ) (         )

 (2) 치과의사 방문 (         ) (         ) (         ) (         )

(3) 한의사 방문 (         ) (         ) (         ) (         )

(4) 약사 방문 (         ) (         ) (         ) (         )

(5) 간호사 방문 (         ) (         ) (         ) (         )

(6) 물리치료사 방문 (         ) (         ) (         ) (         )

(7) 치과 생사 (         ) (         ) (         ) (         )

(8) 양사 방문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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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조사표〕

악력 검사
  

    

〔악력측정 주의사항〕 

1) 피검자가 앉거나 선 상태에서 한쪽 손을 검사 후, 다른 쪽 손을 검사한다. 

이 검사는 당신의 손의 쥐는 힘을 검사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손의 동통이나 염 등으

로 고생한 이 있나요? 최근 3개월 동안에 손이나 팔에 수술 받은 이 있나요? (수술

력이 있는 경우, 하지 에 한 시진검사로 이행한다)

2) 서서 팔을 차려자세로 한 후 검사기구의 이 팔의 안쪽을 향하도록 기구를 손에 

쥐고 힘껏 당기도록 설명해 다. (이 때 팔을 구부리지 않는다)

3) 검사자는 피검자가 손에 편히 쥘 수 있도록 기구의 조 기를 조 해 다. 

4) 평소 자주 사용하는 쪽 손을 먼  검사한다.

5) “ 비 - 시작” 과 동시에 시작단추를 른다. 검사자는 “조  더, 조  더” 를 반복하여 

구령하면서 피검자로 하여  할 수 있는 힘껏 검사기구를 쥐도록 격려한다.

6) 3회 반복하여 시행하는 동안 피검자가 불편을 호소하는 즉시 검사를 지한다.

7) 먼  한쪽 손을 3회 시행 후, 다른 쪽 손을 3회 시행한다. 

8) 각 시행 회마다 기구의 을 ‘0’ 상태에서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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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르신의 기능  손상(impairments)과 련한 악력 상태에 한 측정입니다.

※ 조사원: 측정지침에 따라서 아래 동작을 수행하게 하고 그 시간을 기입해 주세요. 만약

에 수행불능인 경우에는 아래 항목 에 해당하는 것을 기입해 주세요

1-1. 최근에 손에 동통이나 염을 앓은 이 있나요?  1)       2) 아니오

1-2. 최근 3개월 동안 손이나 손목에 수술을 받은 이 있나요?  

    ※ ① 인 경우 하지 에 한 시진 검사로 진행하기
 1)       2) 아니오

1-3. 오른 손잡이인가요? 왼 손잡이인가요?          1)오른손잡이  2)왼손잡이

1-4. 검사 시작한 손 1) 오른손      2) 왼손

1-5. 검사 시작 시각  □□시□□ 분  ① 오  ② 오후

1-6. 기구  치

1차   □□.□   kg

2차   □□.□   kg

3차   □□.□   kg

1-7. 검사 수행불가 이유

    ① 시도했으나 불가능

    ② 검사자가 불안 하다고 단하여 시도하지 않음

    ③ 피검자가 불안 하다고 단하여 시도하지 않음

    ④ 피검자가 설명을 인지하지 못함

    ⑤ 피검자가 거 함

    ⑥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8. 두번째 검사한 손 1) 오른손    2) 왼손

1-9. 검사시작 시각  □□시□□분  ① 오  ② 오후

1-10. 기구  치

1차   □□.□   kg

2차   □□.□   kg

3차   □□.□   kg

1-11. 검사 수행불가 이유

    ① 시도했으나 불가능

    ② 검사자가 불안 하다고 단하여 시도하지 않음

    ③ 피검자가 불안 하다고 단하여 시도하지 않음

    ④ 피검자가 설명을 인지하지 못함

    ⑤ 피검자가 거 함

    ⑥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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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기능 상태 (측정)
  

    

〔신체기능평가에 한 검사자의 일반 인 주의사항〕 

 1) 신발착용시 운동화(테니스화)나 가장 편한 신발을 착용하되, 슬리퍼는 허용하지 않는

다.

 2) 검사  피검자는 상하의를 검사복으로 갈아입는다.

 3) 피검자에게 설명할 때는 환자가 알아듣기 쉽게 분명하게 천천히 설명한다. 

 4) 매 검사마다 검사법에 해 설명하고 시범을 보인 후 항상 노인에게 “안 하게 행할 

수 있겠는지? 다른 질문은 없는지? 따라하기 힘든 이유가 있는지?”를 질문한다.

 5) 만약 피검자가 검사를 거 하는 경우 그 이유를 검사항목 에 반드시 어둔다. 만약 

피검자가 하려고 해도 검사자가 보기에 불안하고 안 에 이 된다고 단하여 검

사를 지시에는 ‘검사를 시도하 으나 불가능함’ 이라고 표시하여둔다. 

 6) 피검자가 노인이므로 항상 검사자는 노인의 안 에 유의하고 낙상의 험에 주의하며, 

노인의 상태에 따른 검사의 수행여부를 단해야한다. 검사자는 노인의 앞이나 뒤보다

는 항상 에서 부축하고 유사시의 험에 처하여 노인을 보호  지지해야한다. 

 7) 만약 낙상이 발생시, 노인을 끌어올리려 하지 말고, 차라리 안 하게 눕히면서 낙상의 

부상을 최소화하도록 해야한다. 팔을 잡아당기거나 부축하기보다는 몸통을 안아 부축

하도록 한다. 낙상 후 부상이 없을시는 어깨를 부축하여 의자에 앉히고 쉬게 하되, 노

인 혼자 있게 해서는 안된다. 검사자는 시계나 다른 검사도구를 손에들지 말고, 목에 

걸거나 호주머니에 두도록 하며, 항상 두 손이 비어있어 유사시에 곧 두 손으로 노인

을 부축하거나 보호할 수 있도록 비를 한다. 

 8) 인터뷰의 질  향상을 한 면 기술 

   ① 환자가 인터뷰에 응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필요하다.

   ② 검사에 한 설명이나 시범을 보일 때, 잘 달될 수 있는 언어표 , 동작표 이 되

도록 하고, 검사설명 후에는 항상 “이해가 되셨는지?, 다른 질문이 있는지?”를 확인

한다. 

   ③ 피검자가 검사를 수행시 격려의 말을 계속한다 - “계속하세요, 좋습니다, 잘하시는군

요,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등등.

 9) 검사자의 단시 피검자의 안 이 염려스럽거나, 검사방법을 설명한 후 피검자가 불안

해할 때는 검사를 시도하지 않는다.

10) 검사 수행직 에는 항상 “ 비되셨나요? - 시작하세요” 라는 말을 한 후 stopwatch를 

른다. 

11) 검사도 에 피검자가 피로해 보이거나 어려워하면 “계속할 수 있겠어요?” 라고 질문하

고 “아니오” 라고 답하는 경우 즉시 검사를 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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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양발을 나란히 붙이고 서기 (side by side stand)

※ 검사 상의 제외기   - 보조해야만 설 수 있는 경우

          
                                  사용기기 : stopwatch - YAMAX 인 (주). china.

 2-1. 검사결과

    □  1. 10 간 수행

    □  2. 10  미만 수행 -----------------------  □.□□ 

    □  3. 수행안됨

2-2. 검사가 안된 이유

   ① 시도하 으나 불가능

   ② 검사자의 단시 안 하지 않아 시도하지 않음

   ③ 피검자가 안 하지 않다고 시도하지 않음

   ④ 피검자가 도움없이 설수 없음

   ⑤ 피검자가 설명을 이해하지 못함

   ⑥ 피검자가 거 함

   ⑦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해당사항에 ∨ 표 하기

 이제부터 피검자 혼자서 독립 으로 서고, 서서 움직이는 자세에 해 살펴볼 것입니다. 보고 

듣고 따라하기 힘들거나 본인에게 험하다고 느껴지는 동작에 해 말 하시면 그 동작은 

하지 않고 다음 동작으로 넘어갑니다. 다른 질문이 있으신가요? 

 

 양발을 나란히 붙이고 10 간 서 있으세요.

 균형을 잡으려고 팔을 사용하거나 다리를 구부리거나 몸이 흔들려도 되지만 발을 움직이지 

마세요. “그만”이라고 말할 때까지 서 계십시요.  

   1) 검사자가 먼  동작을 보여 다
   2) 검사자는 피검자의 앞에 서서 검사자가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주고 피검자의 균

형을 해 검사자가 피검자의 팔을 잡아주거나 피검자가 검사자의 팔을 잡을 수 

있도록 한다. - 시작할 비가 되면 검사자의 팔을 붙잡지 않도록 한다.

   3) “ 비 - 시작”이라고 말한 후 stop watch를 켠다. 

   4) 10  후 stop watch를 끈 후 - “그만”이라고 말한다.

   5) 피검자가 이 검사를 따라할 수 없는 경우 의자에서 일어서기 검사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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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양발을 반만 나란히 붙이고 서기 (semi-tandem stand)

※ 검사 상의 제외기   - 보조해야만 설 수 있는 경우

   

 3-1. 검사결과

    □  1. 10 간 수행

    □  2. 10  미만 수행 ------------------------ □.□□ 

    □  3. 수행안됨

3-2. 검사가 안된 이유

   ① 시도하 으나 불가능

   ② 검사자의 단시 안 하지 않아 시도하지 않음

   ③ 피검자가 안 하지 않다고 시도하지 않음

   ④ 피검자가 도움없이 설수 없음

   ⑤ 피검자가 설명을 이해하지 못함

   ⑥ 피검자가 거 함

   ⑦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해당사항에 ∨ 표 하기

 한 쪽 발꿈치 에 다른 발의 앞꿈치 (엄지발가락)가 나란히 서도록 하여 10 간 서 있습니

다. 어느 쪽 발이 앞쪽이든 편한 로 이런 자세를 취해 보세요. 먼  제 동작을 잘 보세요. 

이해하셨습니까? 

 양발을 나란히 붙이고 10 간 서 있으세요

 균형을 잡으려고 팔을 사용하거나 다리를 구부리거나 몸이 흔들려도 되지만 발을 움직이

지는 마세요. “그만”이라고 말할 때까지 서 계십시요.  

   1) 검사자가 먼  동작을 보여 다

   2) 검사자는 피검자의 앞에 서서 검사자가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주고 피검자의 균

형을 해 검사자가 피검자의 팔을 잡아주거나 피검자가 검사자의 팔을 잡을 수 

있도록 한다. - 시작할 비가 되면 검사자의 팔을 붙잡지 않도록 한다.

   3) “ 비 - 시작”이라고 말한 후 stop watch를 켠다.

   4) 10  후 stop watch를 끈 후 - “그만”이라고 말한다.

   5) 피검자가 이 검사를 따라할 수 없는 경우 의자에서 일어서기 검사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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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양발을 후 일렬로 붙여 서기 (tandem stand) 

※ 검사 상의 제외기   - 보조해야만 설 수 있는 경우

   

 4-1. 검사결과

    □  1. 10 간 수행

    □  2. 10  미만 수행 -----------------------  □.□□ 

    □  3. 수행안됨

4-2. 검사가 안된 이유

   ① 시도하 으나 불가능

   ② 검사자의 단시 안 하지 않아 시도하지 않음

   ③ 피검자가 안 하지 않다고 시도하지 않음

   ④ 피검자가 도움없이 설수 없음

   ⑤ 피검자가 설명을 이해하지 못함

   ⑥ 피검자가 거 함

   ⑦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해당사항에 ∨ 표 하기

  한 쪽 발꿈치 뒤에 다른 쪽 발의 앞꿈치 (엄지발가락)가 일렬로 서도록 하여 10 간 서 있

으세요. 어느 쪽 발이 앞쪽이든 편한 로 이런 자세를 취해보세요. 먼  제 동작을 잘 보세

요. 다른 질문이 있으신가요? 

 양발을 후 일렬로 붙이고 10 간 서 있으세요

 균형을 잡으려고 팔을 사용하거나 다리를 구부리거나 몸이 흔들려도 되지만 발을 움직이

지 마세요. “그만” 이라고 말할 때까지 서 계십시오. 

  1) 검사자가 먼  동작을 보여 다  2) 검사자는 피검자의 앞에 서서 검사자가 넘어

지지 않도록 지켜주고 피검자의 균형을 해 검사자가 피검자의 팔을 잡아주거나 

피검자가 검사자의 팔을 잡을 수 있도록 한다. - 시작할 비가 되면 검사자의 팔

을 붙잡지 않도록 한다.

  3) “ 비 - 시작” 이라고 말한 후 stop watch를 켠다.

  4) 10  후 stop watch를 끈 후 - “그만” 이라고 말한다.

  5) 피검자가 이 검사를 따라할 수 없는 경우 의자에서 일어서기 검사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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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한쪽 다리 들고 서기(single leg stand)

 5-1. 검사결과

    □  1. 10 간 수행

    □  2. 10  미만 수행 -----------------------  □.□□ 

    □  3. 수행안됨

5-2. 검사가 안된 이유

   ① 시도하 으나 불가능

   ② 검사자의 단시 안 하지 않아 시도하지 않음

   ③ 피검자가 안 하지 않다고 시도하지 않음

   ④ 피검자가 도움없이 설수 없음

   ⑤ 피검자가 설명을 이해하지 못함

   ⑥ 피검자가 거 함

   ⑦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해당사항에 ∨ 표 하기

 한 쪽 발꿈치 뒤에 다른 쪽 발의 앞꿈치 (엄지발가락)가 일렬로 서도록 하여 10 간 서 있으

세요. 어느 쪽 발이 앞쪽이든 편한 로 이런 자세를 취해보세요. 먼  제 동작을 잘 보세요. 

다른 질문이 있으신가요? 

 양발을 후 일렬로 붙이고 10 간 서 있으세요

 균형을 잡으려고 팔을 사용하거나 다리를 구부리거나 몸이 흔들려도 되지만 발을 움직이

지 마세요. “그만” 이라고 말할 때까지 서 계십시오. 

  1) 검사자가 먼  동작을 보여 다

  2) 검사자는 피검자의 앞에 서서 검사자가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주고 피검자의 균형

을 해 검사자가 피검자의 팔을 잡아주거나 피검자가 검사자의 팔을 잡을 수 있

도록 한다. - 시작할 비가 되면 검사자의 팔을 붙잡지 않도록 한다.

  3) “ 비 - 시작” 이라고 말한 후 stop watch를 켠다.

  4) 10  후 stop watch를 끈 후 - “그만” 이라고 말한다. 

  5) 피검자가 이 검사를 따라할 수 없는 경우 의자에서 일어서기 검사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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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보통 걸음으로 걷기

※ 검사 상의 제외기  - 마비상태나 걷기 불능인 경우

  이제는 정상 으로 걸을 수 있는지를 보려고합니다. 원하시면, 지팡이나 보조기를 사용하

실 수 있습니다. 만약 보조기를 사용하여도 걷기 어려울 때는 의자에서 일어서기 검사

로 진행합니다.  

 6-1. 보통걸음 걷기

   ① 4m ------------------------------  □□.□□ 

   ② 보조자 도움으로 걷기 가능

   ③ 블능

 6-2. 수행정도

    ① 독립  수행

    ② 휠체어로 수행

    ③ 보조자의 도움으로 수행

    ④ 지팡이로 수행

    ⑤ 기타 보조기로 수행

 6-3. 수행불가 이유

    ① 시도했으나 불가능

    ② 검사자가 불가능하다고 단해서임

    ③ 피검자가 불가능하다고 단해서임

    ④ 보조자의 도움으로도 걷기 불가

    ⑤ 피검자가 거 함

    ⑥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해당사항에 쓰거나 ∨표 하기

  평소의 보통 걸음으로 거리를 따라 가게에 가듯이 이 테이 코스를 따라 끝까지 걸으세요. 

(검사자가 함께 걷는다) 걷기 불안하거나 힘든 이 있으세요?  

1) 검사자가 먼  동작을 보여 다. (보통걸음으로 4m 테이  선을 따라 왕복하기)

2) 피검자가 보행선의 출발 에 서게 한다.

3) “ 비 - 시작”이라고 말한 후 피검자의 발가락이 시작 을 통과할 때 stopwatch를 

른다.

4) 검사자는 피검자의 에서 걸으면서 피검자를 보호한다.

5) 피검자의 발가락이 끝 지 을 통과할 때 시계의 종료버튼을 른다.



222

7. 빠른 걸음으로 걷기
   

    피검자가 할 수 있는 한 빠른 걸음으로 보통 걸음으로 걷기를 반복한다.

※ 검사 상의 제외기  - 마비상태나 걷기불 능인 경우

 7-1. 빨리 걷기 시간

   ① 4m ------------------------------  □□.□□ 

   ② 보조자 도움으로 걷기 가능

   ④ 불능

 7-2. 수행정도

   ① 독립  수행

   ② 휠체어로 수행

   ③ 보조자의 도움으로 수행

   ④ 지팡이로 수행

   ⑤ 기타 보조기로 수행

 e) 수행불가 이유

   ① 시도했으나 불가능

   ② 검사자가 불가능하다고 단해서임

   ③ 피검자가 불가능하다고 단해서임

   ④ 보조자의 도움으로도 걷기 불가

   ⑤ 피검자가 거 함

   ⑥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해당사항에 쓰거나 ∨표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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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기능적 제한상태 (면접)
  

            

8. 어르신의 신체  제한상태에 한 질문입니다.

※ 조사원: 작성지침에 따라서 아래 항목 에 해당하는 것을 기입해 주세요

   ①  어렵지 않다    ② 약간 어렵다

   ③ 매우 어렵다    ④  할 수 없다

   ⑧ 무응답    ⑨ 모르겠다

  8-1. 어르신께서는 다음의 동작을 하실 때 다른 사람의 도움이나 보조기없

이 혼자서 하시는 것을 얼마나 어렵습니까?

어려움

정도

1) 운동장 한바퀴(400m)정도 뛰기 (    )

2) 운동장 한바퀴(400m)정도 걷기 (    )

3) 계간을 쉬지 않고 10계단 오르기 (    )

4) 몸을 구부리거나, 쭈그리거나, 무릎을 꿇기 (    )

5) 머리보다 높은 곳에 있는 것을 손을 뻗쳐서 닿게 하기 (    )

6) 악수를 할 때처럼 손을 앞으로 내어 뻗기 (    )

7) 손가락으로 물건을 움켜쥐거나 손가락을 마음 로 쓰기 (    )

8)  1말(8kg)정도의 물건을 들어 올리거나 옮기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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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수행능력(면접)
(disability)

9. 어르신의 기본  일상생활수행능력(ADL)에 한 질문들입니다.

9-1. 어르신께서는 옷을 챙겨 입을 때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 혼자서 할 수 있습니까?

1) 도움없이 혼자서 옷을 옷장에서 꺼내어 입을 수 있다

2) 부분 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옷을 입을 수 있다 (단추 채우기, 허리띠 착용시)

3)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옷을 챙겨입을 수 없다

9-2. 어르신께서는 세수나 양치질을 하고, 머리를 감을 때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 혼자서 할 

수 있습니까?

1) 세가지 모두 도움없이 혼자 할 수 있다

2) 세수와 양치질은 혼자 할 수 있지만 머리감기는 다른 사람의 도움이 있어야 할 수 있다

3)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머리감기 뿐 아니라 세수나 양치질을 할 수 없다

9-3. 어르신께서는 목욕을 할 때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 혼자서 할 수 있습니까?

1) 도움 없이 혼자서 때 기와 샤워를 할 수 있다

2) 샤워는 혼자 할 수 있으나 때는 혼자 지 못한다/ 는 몸(등 제외)의 일부 부 만 닦

을 수 있다 

3)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샤워‧목욕을  할 수 없다

9-4. 어르신께서는 음식을 차려주면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 혼자서 식사를 할 수 있습니까?

1) 도움없이 식사(생선을 발라먹거나 음식을 잘라먹는 것 포함)를 할 수 있다

2) 다른 사람의 도움이 있어야만 생선을 발라먹거나 음식을 잘라먹을 수 있다

3)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식사를  할 수 없거나 튜 나 경정맥수액을 통해 

부분 으로 혹은 으로 양분을 공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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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어르신께서는 이부자리에 웠다가 일어나 방문 밖으로 나올 때 다른 사람의 도움없

이 혼자서 할 수 있습니까?

1) 도움없이 혼자서 방 밖으로 나올 수 있다

2) 다른 사람의 도움이나 부축을 받으면 방 밖으로 나올 수 있다 (지팡이 등 물건 사용시)

3)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는 방 밖으로 나올 수 없다 (들것에 실리거나 업 야 만 방 밖으

로 나올 수 있다) 

9-6. 어르신께서는 소변을 보기 해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 혼자서 화장실을 출입할 수 

있습니까?

1) 도움없이 혼자서 화장실에 가고 소변 후에 닦고 옷을 입을 수 있다

2) 부분 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화장실에 가거나 변기 에 앉는 일, 소변 후

에 닦는 일이나 옷을 입는 일 혹은 실내용 변기(혹은 요강)를 사용하고 비울 수 있다

3)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도 화장실 출입은  할 수 없다

9-7. 어르신께서는 변이나 소변을 지리거나 흘리지 않고 잘 볼 수 있습니까?

1) 변과 소변을 본인 스스로 조 할 수 있다

2) 변이나 소변 조 을 가끔 실패할 때가 있다 (속옷 갈아입을 필요가 있다)  ➡ (1) 로

3) 변이나 소변을  조 할 수 없다

  (1) 재 소변조 이 잘 안되는 것을 어떻게 처하고 있습니까? (복수응답)

1)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 5) 이부자리 등에 방수용 시트를 깔아 놓고 있다

2) 속옷을 갈아 입는다 6) 항상 휴 용 변기를 비해 놓고 있다

3) 성인용 기 귀를 착용하고 있다 7) 기타 (                             )

4) 소변주머니를 사용하고 있다

  (2) 소변을 지리거나 흘리는 횟수가 어느 정도입니까?

1) 거의 매일 4) 1개월에 1~3회꼴

2) 이틀에 한 번꼴 5) 1년에 몇 차례 정도

3) 1주일에 1~2번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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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어느 때에 소변을 지리거나 흘리십니까? (복수응답)

1) 재치기를 할 때 6) 뛸 때

2) 기침을 할 때 7) 뛰어갈 때

3) 웃을 때 8) 계단을 오르내릴 때

4) 무거운 것을 들어올릴 때 9) 오랫동안 서 있을 때

5) 일어설 때 10) 기타 (                   )

  (4) 소변을 지리거나 흘리는 것이 걱정이 되어 화장실에 가는 것이 신경 쓰이십니까?

1) 항상         2) 때때로  3) 아니다

10. 어르신의 수단  일상생활수행능력(IADL)에 한 질문들입니다.

10-1. 어르신께서는 머리 빗질이나 손발톱 깎는 것, 화장(여자), 면도(남자)를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 혼자서 할 수 있습니까?

1) (기구만 비되어 있으면) 도움없이 혼자서 빗질, 손/발톱 깎기, 면도 혹은 화장 등을 
할 수 있다

2) (기구가 비되어 있더라도) 빗질, 손/발톱 깎기, 면도 혹은 화장  한두 가지만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으면 할 수 있다

3) (기구가 비되어 있더라도)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빗질, 손/발톱 깎기, 면도 
혹은 화장 모두 할 수 없다

10-2. 어르신께서는 집안의 일상 인 청소나 정리정돈, 침구정리, 설거지 등을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 혼자서 할 수 있습니까?

1) 도움없이 혼자서 집안일을 할 수 있다

2) 부분 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으면 집안일을 할 수 있다

3)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집안일을  할 수 없다

10-3. 어르신께서는 식사 비(음식재료를 비하고 요리를 하고 밥상을 차리는 일)를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 혼자서 할 수 있습니까?

1) 도움없이 혼자서 식사 비를 할 수 있다

2) 부분 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으면 식사 비를 할 수 있다

3)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식사 비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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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어르신께서는 빨래(손으로 빨든 세탁기를 이용하든 상 없이)를 다른 사람의 도움없

이 혼자서 할 수 있습니까?

1) 도움없이 혼자서 빨래를 할 수 있다

2) 부분 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으면 빨래할 수 있다

3)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빨래를  할 수 없다 

10-5. 어르신께서는 걸어서 갔다올 수 있는 상 이나 이웃, 병원, 공서 같은 가까운 곳의 

외출을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 혼자서 할 수 있습니까?

1) 도움없이 혼자서 외출을 할 수 있다

2) 부분 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으면 외출할 수 있다

3)  외출을 할 수 없다

10-6. 어르신께서는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 혼자서 버스나 철, 택시 등을 타고 외출할 수 

있습니까? 는 직  운 을 하고 다니십니까?

1) 도움없이 혼자서 모든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거나 직  차를 운 할 수 있다

2)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으면 버스나 지하철은 이용할 수 있다

3)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택시나 승용차를 이용할 수 있다

4)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도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없다

10-7. 어르신께서는 사고싶은 물건을 사려고 상 에 갔을 때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 혼자서 

구입할 수 있습니까?

1) 도움없이 혼자서 필요한 물건을 구입할 수 있다

2) 한 두 가지 물건은 혼자서 구입할 수 있으나 여러 가지 물건을 살 때는 다른 사람의 도
움이 있어야 한다

3) 다른 사람이 항상 동행해 주어야만 물건구입이 가능하다

4) 혼자서 물건구입을  할 수 없으며 다른 사람이 필요한 물건을 신 사다주어야 한

다

10-8. 어르신께서는 용돈이나 통장, 재산 리 같은 리를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 혼자

서 할 수 있습니까?

1) 도움없이 혼자서 모든  리를 할 수 있다

2) 용돈 정도의  리는 할 수 있으나 큰 돈 리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만 가
능하다 

3)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리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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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어르신께서는 화를 걸고 받는 일을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 혼자서 할 수 있습니까?

1) 혼자서 화번호를 찾고 화를 걸 수 있다

2) 알고 있는 화번호 몇 개만 걸 수 있다

3) 화는 받을 수는 있지만 걸지는 못한다

4) 화를 걸지도 받지도 못한다

10-10. 어르신께서는 약을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 혼자서 먹을 수 있습니까?

1) 도움없이 혼자서 제 시간에 필요한 용량을 챙겨 먹을 수 있다

2) 필요한 양의 약이 먹을 수 있게 비되어 있다면 제시간에 혼자 먹을 수 있다

3) 약을 먹을 때마다 다른 사람이 항상 챙겨주어야 한다

11. 기본 인 일상생활을 하지 못할 정도로 거동이 불편해지면 어디에서 간병수발을 받고 

싶습니까?

1) 내집 2) 자녀(아들이나 딸) 집

3) 친척집 4) 요양원

5) 요양병원 6)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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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일본 동경도노인종합연구소 허약노인 선정 설문지

〔허약노인 선정 설문지 -01〕

질문 1. 체 으로 자신이 건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만 고르세요)

 0) 매우 건강하다. 는, 건강한 편이다

 1) 그다지 건강하지 않다. 는, 건강하지 못하다

질문 2. 재 3종류 이상의 약을 복용하고 계십니까? (하나만 고르세요)

 0) 복용하고 있지 않다. 는, 1~2 종류의 약을 복용하고 있다. 

 1) 3종류 이상의 약을 복용하고 있다. 

질문 3. 지난 1년간 병의원에 입원한 이 있습니까? (하나만 고르세요)

 0) 없다 1) 있다

질문 4. 지난 1년간 넘어진 이 있습니까? 

 0) 없다 1) 있다. 

질문 5. 재, 넘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십니까?

 0) 두렵지 않다 1) 두렵다

질문 6. 일상 인 이동에 한 질문입니다만, 혼자서 외출할 수 있습니까?

(※ 그다지 외출하지 않지만, 외출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가능한 것으로 기입하고, 보

행보조기 등을 사용하여 외출하여도 가능한 것으로 기입한다)

 0) 버스, 지하철 등을 이용하여 혼자서 외출할 수 있다

 1) 혼자서 외출할 수 없다 

질문 7. 혼자서 1km 정도의 거리를 쉬지 않고 걸어갈 수 있습니까? 

 0) (별로 힘들지 않게) 자유로히 걸어갈 수 있다

 1) 걸어가는 것이 힘들거나, 걸어갈 수 없다. 

질문 8. 혼자서 계단을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할 수 있습니까?  

(※ 1층에서 2층으로 이동하는 정도의 계단이고, 평소에 계단을 이용하지 않지만, 오

르내릴 수가 있다고 생각하면, 가능한 것으로 기입한다)

 0) (별로 힘들지 않게) 자유로히 오르내릴 수 있다

 1) 계단 오르내리기를 하는 것이 힘들거나, 오르내릴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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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9. 물건을 잡지 않고 발돋음(발뒤꿈치만을 들고 서있기)을 할 수 있습니까?  

 0) 없다                                        1) 있다

질문10. 화장실에 채 닿기도 에 소변을 실 한  있습니까?  

 0) 없다

 1) 때때로 있다. 는 항상 있다. (성인용 기 귀를 착용한다)

질문11. 실 하는 정도가 1주일에 1회 이상입니까?

 0)  없다         1) 1주일에 1회 미만         2) 1주일에 1회 이상

질문12. (꾸 히 하고 있는) 장기나 바둑 등과 같은 취미가 있습니까? (하나만 고르세요)

 0) 자주 한다

 1) 때때로 한다. 는, 거의 하지 않는다

질문13. 육류, 계란, 어패류, 우유 에서, 1가지 이상 매일 먹습니까?

 0) 매일 1가지 이상을 먹는다

 1) 매일 먹지는 않는다. 

질문14. 재, 1주일에 어느 정도 식사 비를 하십니까?

 0) 거의 매일한다. 는 1주일에 

    4~5일 정도

1) 1주일에 1~3일정도. 는 거의 안한

   다

질문15. 여때껏, 하던 일이나 취미를 최근에 그만 두었습니까? 

 0) 아니다 1) 그 다

질문16. 축 입출 , 공공요  지불, 집안 일을 꾸려나갈 수 있습니까?

 0) 할 수 있다 1) 할 수 없다

질문17. 혼자서 화번호를 찾아 화를 걸 수 있습니까?

 0) 할 수 있다                                 1) 할 수 없다

질문18. 약을 주어진 분량과 주어진 시간에 혼자서 먹을 수 있습니까?

 0) 할 수 있다                                 1)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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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약노인 선정 설문지 -02

<질문> 보통 외출은 어느 정도로 하십니까.  
        ※ 외출유형: 일, 물건사기, 산책, 병원통원 등)
        ※ 부축을 받아서 외출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 쓰 기를 버리기 해서 집밖을 나서는 것은 제외한다. 

1) 매일 1회 이상 2) 2～3일에 한번 정도

3) 1주일에 1회 정도 4) 거의 외출하지 않는다. 

일상생활능력지표항목

※ 아래 항목에서 평소에 하지 않아도 할 수 있으면 ‘ ’로 표기한다

1. 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혼자서 외출할 수 있습니까? 0)   1) 아니오

2. 일용품이나 반찬 등 물건을 혼자서 살 수 있습니까? 0)   1) 아니오

3. 혼자서 상차리기 등 식사 비를 할 수 있습니까? 0)   1) 아니오

4. 기세나 화세 등 공공요 을 은행에 가서 낼 수 있습니까? 0)   1) 아니오

5. 은행에서 을 맡기고 찾는 일을 할 수 있습니까? 0)   1) 아니오

6. 읍/면/동사무소에서 서류작성을 할 수 있습니까? 0)   1) 아니오

7. 신문을 보고 있습니까? 0)   1) 아니오

8. 책이나 잡지를 보고 있습니까? 0)   1) 아니오

9. 건강에 한 신문기사나 TV 로에 심이 있습니까? 0)   1) 아니오

10. 이웃집인 친구집을 방문한 이 있습니까? 0)   1) 아니오

11. 가족이나 친구에게 상담을 해  이 있습니까? 0)   1) 아니오

12. 환자의 병문안을 해   있습니까? 0)   1) 아니오

13. 은 사람에게 말을 걸어본 이 있습니까? 0)   1)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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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력진단 설문지 -01

 ※ 재의 체력상태를 진단하는 질문입니다. 

 ※ 실제 으로 평소에 하지 않아도 할 수 있으면 ‘ ’로 표기합니다. 

1. 계단을 걸어서 오르내리기를 할 수 있습니까? 0)    1) 아니오

2.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차지 않습니까? 0)    1) 아니오

3. 제자리에서 뛰어오를 수 있습니까? 0)    1) 아니오

4. 뛰어갈 수 있습니까? 0)    1) 아니오

5. 걸어가는 사람을 빠른 걸음으로 앞질러갈 수 있습니까? 0)    1) 아니오

6. 쉬지 않고 30분이상 걸을 수 있습니까? 0)    1) 아니오

7. 물 양동이(물이 담겨 있는 상태)를 옮길 수 있습니까? 0)    1) 아니오

8.  10kg을 들어올릴 수 있습니까? 0)    1) 아니오

9. 넘어진 자 거를 일으켜 세울 수 있습니까? 0)    1) 아니오

10. 잼 통의 뚜껑을 손으로 돌려서 열 수 있습니까? 0)    1) 아니오

11.
선 채로 무릎을 굽히지 않고 손이 바닥에 닿을 수 있습니

까?
0)    1) 아니오

12. 양말, 바지, 치마를 선 채로 입을 수 있습니까? 0)    1) 아니오

13. 의자에서 아무것도 붙잡지 않고 일어날 수 있습니까? 0)    1) 아니오

14. 아무것도 붙잡지 않고 발끝으로 서 있을 수 있습니까? 0)    1)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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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력진단표

 ※ 치료 인 경우에는 의료기 과 기타로 나 어 선택하시오. 

    (의료기 : 병의원이나 한의원에서의 투약, 안, 주사, 처치 등의 치료)

    (기타: 의료기 을 제외한 침구, 안마, 마사지, 지압 등의 처치)

 ※ 리 인 경우는 의료기 에서 검사만, 양지도, 생활지원요법, 기타의 지도를 말함.

질문. 아래의 질병에 걸린 이 있거나, 재 치료를 받고 있습니까?

1. 고 압

0. 없음  1. 있음 ➡(     세 발병 ) 1. 치료 (의∙기)  2. 리   3. 치유  4. 방치∙ 단

2. 뇌졸 (뇌출 , 뇌경색, 기타)

0. 없음  1. 있음 ➡(     세 발병 ) 1. 치료 (의∙기)  2. 리   3. 치유  4. 방치∙ 단

3. 심증

0. 없음  1. 있음 ➡(     세 발병 ) 1. 치료 (의∙기)  2. 리   3. 치유  4. 방치∙ 단

4. 심근경색

0. 없음  1. 있음 ➡(     세 발병 ) 1. 치료 (의∙기)  2. 리   3. 치유  4. 방치∙ 단

5. 심부

0. 없음  1. 있음 ➡(     세 발병 ) 1. 치료 (의∙기)  2. 리   3. 치유  4. 방치∙ 단

6. 부정맥

0. 없음  1. 있음 ➡(     세 발병 ) 1. 치료 (의∙기)  2. 리   3. 치유  4. 방치∙ 단

7. 기타 순환기질환

0. 없음  1. 있음 ➡(     세 발병 ) 1. 치료 (의∙기)  2. 리   3. 치유  4. 방치∙ 단

8. 당뇨병

0. 없음  1. 있음 ➡(     세 발병 ) 1. 치료 (의∙기)  2. 리   3. 치유  4. 방치∙ 단

9. 고지 증(고콜 스테롤, 고 성지방)

0. 없음  1. 있음 ➡(     세 발병 ) 1. 치료 (의∙기)  2. 리   3. 치유  4. 방치∙ 단

10. 골다공증

0. 없음  1. 있음 ➡(     세 발병 ) 1. 치료 (의∙기)  2. 리   3. 치유  4. 방치∙ 단

11.빈 ( 재 통원 인 경우만)

 0. 없음  1. 있음 ➡ 1. 치료 (의∙기)  2. 리   3. 치유  4. 방치∙ 단

질문. 재 가장 걱정스런 질병이나 증상이 있습니까?

0. 없음  1. 있음 ➡ 병명이나 증상을 듣고 기입해 주세요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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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기능검사

검사일 수번호

200  년    월    일

 1. 항목 검사

 2. 일부 미실시

 3. 거부

 4. 입원/입소

 5. 장기부재

 6. 사망

 7. 기타

 8. (외출)

[신체계측]  신장(실측치)  . cm    체 (실측치) . kg 

[ 압문진]  압① 수축기 mmHg 확장기 mmHg  맥박수 번/분

 강압제 <1. 지시 수  2. 때때로 먹지 않음  3. 거의 먹지 않음  

 4. 처방받았으나 안먹음  5. 없음>

 압② 수축기 mmHg 확장기 mmHg  맥박수 번/분

[악    력]  악력 kg                측정부  <1. 오른손  2. 왼손>

[평 행 성]  뜨고 한발로 서있기① .   <최  60  까지>

 뜨고 한발로 서있기② .   <①에서 60 다면 측정 안함>

[보행기능]  보 통  보 행           소요시간 

 최 속도보행①         소요시간

 최 속도보행②         소요시간

 [무릎신장력] 힘 N        길이 . cm  <1. 오른쪽  2. 왼쪽>

  [Functional Reach] . cm 

  [Timed Up and Go]  TUG①  소요시간 .

 TUG②  소요시간 .

[유 연 성]  다리뻣고 앉아서 앞으로 굽히기     ①  cm     ② cm 

[채    ]   액검사

검사항목 신체
계측

압
문진 악력 한발로

서기
보행
기능

무릎
신장

Func.
Reach TUG 유연성 채 검

담당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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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1〉 성  연령별 만성질환(병리상태) 개수 분포, 2001 
(단 : %)

구분 0개 1개 2개 3개 4개 이상

남

자

65～69세 18.6 35.2 19.9 12.6 13.7

70～74세 18.0 26.6 24.2 17.1 14.1

75～79세 11.5 28.7 31.1 10.5 18.2

80세 이상 20.9 30.6 26.9 10.4 11.2

계 17.5 31.5 23.5 13.2 14.3

여

자

65～69세 8.6 22.7 25.5 19.6 23.7

70～74세 5.6 21.0 24.4 21.9 27.1

75～79세 7.9 24.5 25.5 18.9 23.2

80세 이상 17.1 30.2 23.4 16.8 12.5

계 9.0 23.8 24.9 19.7 22.8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1년 국민건강‧ 양조사.

〔그림 1〕 성  연령별 연간 주요 만성질환(병리상태) 이환 갯수,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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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1년 국민건강‧ 양조사.

체 남자 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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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2〉 주요 만성질환(병리상태)의 이환 개수별 비율의 찰값과 기 값, 

2001 
(단 : %)

만성질환 갯수 비율의 찰값 비율의 기 값
찰값  

기 값의 비

0개 36.82 34.18 1.08

1개 39.25 42.68 0.92

2개 18.49 18.89 0.98

3개  4.47  3.79 1.38

4개 이상  0.97  0.46 2.13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1년 국민건강‧ 양조사.

〈부표 3〉 20세 이상 성인의 주  건강인식, 1998년, 2001년

  (단  : %)

65세 미만 65세 이상

1998 2001 1998 2001

매우 좋음 5.7 5.6 2.9 1.5

좋음 37.5 48.7 34.9 17.2

보통 37.5 32.9 19.0 30.5

나쁨 16.8 11.4 33.0 40.8

매우 나쁨 2.6 1.5 10.2 10.0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1년 국민건강‧ 양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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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 성  연령별 주  건강인식,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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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1년 국민건강‧ 양조사.

    〔그림 3〕 만성질환(병리상태) 개수별 연시도여부(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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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1년 국민건강‧ 양조사.

체 남자 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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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 성별 만성질환(병리상태) 개수별 연시도율(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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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1년 국민건강‧ 양조사.

     〔그림 5〕 연령별 만성질환(병리상태) 개수별 연시도율(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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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1년 국민건강‧ 양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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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6〕 만성질환(병리상태) 개수별 주  주 시도여부(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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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1년 국민건강‧ 양조사.

    〔그림 7〕 성별 만성질환(병리상태) 개수별 주  주 시도율(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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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1년 국민건강‧ 양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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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연령별 만성질환(병리상태) 개수별 주  주 시도율(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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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1년 국민건강‧ 양조사.

      〔그림 9〕 만성질환(병리상태) 개수별 건강검진 수진율(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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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1년 국민건강‧ 양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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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성별 만성질환(병리상태) 개수별 건강검진 수진율(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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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1년 국민건강‧ 양조사.

〔그림 11〕 연령별 만성질환(병리상태) 개수별 건강검진 수진율,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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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1년 국민건강‧ 양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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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4〉 만성질환(병리상태) 개수별 의료기 별 1인당 평균 외래방문횟수

질병군 의료기 총방문횟수 명
1인당 평균 

방문횟수

1개 

 병원  이상 209 165 1.3

 의원 1,002 383 2.6

 보건기 222 134 1.7

 한방병‧의원 214 51 4.2

 치과병‧의원 53 16 3.3

 소계 1,700 749 2.3

2개

 병원  이상 257 89 2.9

 의원 769 178 4.3

 보건기 71 40 1.8

 한방병‧의원 96 19 5.1

 치과병‧의원 22 6 3.7

 소계 1,215 332 3.7

3개 이상

 병원  이상 191 55 3.5

 의원 460 75 6.1

 보건기 73 24 3.0

 한방병‧의원 77 13 5.9

 치과병‧의원 13 4 3.3

 소계 814 171 4.8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1년 국민건강‧ 양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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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5〉 염+기타 만성질환(병리상태) 개수별 의료기 별 1인당 평균 

외래방문횟수

질병군 의료기 총방문횟수 명
1인당 평균 

방문횟수

염만 

 병원  이상 104 36 2.9

 의원 417 115 3.6

 보건기 44 24 1.8

 한방병‧의원 105 27 3.9

 소계 674 204 3.3

염+1개

 병원  이상 38 15 2.5

 의원 171 33 5.2

 보건기 17 11 1.5

 한방병‧의원 28 4 7.0

 소계 254 63 4.0

염+2개

 병원  이상 16 6 2.7

 의원 37 6 6.2

 보건기 7 3 2.3

 한방병‧의원 14 2 7.0

 소계 74 17 4.4

염+3개 이상

 병원  이상 - - -

 의원 9 2 4.5

 보건기 - - -

 한방병‧의원 - - -

 소계 9 2 4.5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1년 국민건강‧ 양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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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6〉 뇌졸 +기타 만성질환(병리상태) 개수별 의료기 별 1인당 평균 

외래방문횟수

질병군 의료기 총방문횟수 명
1인당 평균 

방문횟수

뇌졸 만

 병원  이상 13 13 1.0

 의원 18 5 3.6

 보건기 1 1 1.0

 한방병‧의원 45 9 5.0

 소계 77 28 2.8

뇌졸 +1개

 병원  이상 12 6 2.0

 의원 31 5 6.2

 보건기 6 4 1.5

 한방병‧의원 27 4 6.8

 소계 76 19 4.0

뇌졸 +2개

 병원  이상 3 1 3.0

 의원 11 4 2.8

 보건기 - - -

 한방병‧의원 1 1 1.0

 소계 15 6 2.5

  주: 뇌졸 +3개 이상은 통계가 존재하지 않음.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1년 국민건강‧ 양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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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7〉 심질환+기타 만성질환(병리상태) 개수별 의료기 별 1인당 평균 

외래방문횟수

질병군 의료기 총방문횟수 명
1인당 평균 

방문횟수

심질환만

 병원  이상 28 19 1.5

 의원 11 7 1.6

 보건기 - - -

 한방병‧의원 1 1 1.0

 소계 41 28 1.5

심질환+1개

 병원  이상 24 14 1.7

 의원 68 22 3.1

 보건기 2 1 2.0

 한방병‧의원 - - -

 소계 94 37 2.5

심질환+2개

 병원  이상 22 8 2.8

 의원 11 4 2.8

 보건기 4 2 2.0

 한방병‧의원 7 1 7.0

 소계 44 15 2.9

심질환+3개 이상

 병원  이상 - - -

 의원 9 2 4.5

 보건기 - - -

 한방병‧의원 - - -

 소계 9 2 4.5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1년 국민건강‧ 양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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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8〉 당뇨병+기타 만성질환(병리상태) 개수별 의료기 별 1인당 평균 

외래방문횟수

질병군 의료기 총방문횟수 명
1인당 평균 

방문횟수

당뇨병만

 병원  이상 23 22 1.0

 의원 63 39 1.6

 보건기 7 5 1.4

 한방병‧의원 - - -

 소계 93 66 1.4

당뇨병+1개

 병원  이상 24 12 2.0

 의원 95 32 2.9

 보건기 36 15 2.4

 한방병‧의원 2 1 2.0

 소계 154 60 2.6

당뇨병+2개

 병원  이상 26 8 3.3

 의원 26 6 4.3

 보건기 3 1 3.0

 한방병‧의원 8 2 4.0

 소계 63 17 3.7

당뇨병+3개 이상

 병원  이상 - - -

 의원 9 2 4.5

 보건기 - - -

 한방병‧의원 - - -

 소계 9 2 4.5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1년 국민건강‧ 양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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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9〉 고 압+기타 만성질환(병리상태) 개수별 의료기 별 1인당 평균 

외래방문횟수

질병군 의료기 총방문횟수 명
1인당 평균 

방문횟수

고 압만

 병원  이상 43 42 1.0

 의원 124 101 1.2

 보건기 86 78 1.1

 한방병‧의원 6 3 2.0

 소계 259 224 1.2

고 압+1개

 병원  이상 80 36 2.2

 의원 146 58 2.5

 보건기 45 21 2.1

 한방병‧의원 29 3 9.7

 소계 300 118 2.5

고 압+2개

 병원  이상 37 13 2.8

 의원 51 11 4.6

 보건기 4 2 2.0

 한방병‧의원 15 3 5.0

 소계 107 29 3.7

고 압+3개 이상

 병원  이상 - - -

 의원 9 2 4.5

 보건기 - - -

 한방병‧의원 - - -

 소계 9 2 4.5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1년 국민건강‧ 양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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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10〉 폐질환+기타 만성질환(병리상태) 개수별 의료기 별 1인당 평균 

외래방문횟수

질병군 의료기 총방문횟수 명
1인당 평균 

방문횟수

폐질환만 

 병원  이상 11 11 1.0

 의원 70 26 2.7

 보건기 1 1 1.0

 한방병‧의원 2 2 1.0

 소계 84 40 2.1

폐질환+1개 

 병원  이상 14 7 2.0

 의원 40 7 5.7

 보건기 6 4 1.5

 한방병‧의원 - - -

 소계 60 18 3.3

폐질환+2개

 병원  이상 7 3 2.3

 의원 17 2 8.5

 보건기 3 1 3.0

 한방병‧의원 - - -

 소계 27 6 4.5

  주: 폐질환+3개 이상은 통계가 존재하지 않음.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1년 국민건강‧ 양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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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11〉 조사 상자의 만성질환(병리상태) 개수별 의료기 별 1인당 평균 

재원일수

질병군 의료기 총재원일수 명
1인당 평균 

재원일수

1개

 병원  이상 2,241 116 19.3

 의원 240 12 20.0

 보건기 - - -

 한방병‧의원 41 3 13.7

 소계 2,522 131 19.3

2개

 병원  이상 1,631 34 48.0

 의원 62 6 10.3

 보건기 - - -

 한방병‧의원 210 3 70.0

 소계 1,903 43 44.3

3개 이상

 병원  이상 176 12 14.7

 의원 38 4 9.5

 보건기 - - -

 한방병‧의원 113 3 37.7

 소계 327 19 17.2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1년 국민건강‧ 양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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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12〉성별 만성질환만성질환(병리상태) 개수별 의사처방약 복약 경험 여부

있다 없다 계

남

자

0개 28.0 72.0 100.0

1개 59.4 40.6 100.0

2개 79.6 20.4 100.0

3개 84.3 15.7 100.0

4개 이상 87.9 12.2 100.0

계 66.6 33.4 100.0

여

자

0개 17.7 82.3 100.0

1개 53.1 46.9 100.0

2개 67.0 33.0 100.0

3개 80.2 19.8 100.0

4개 이상 86.0 14.0 100.0

계 66.8 33.2 100.0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1년 국민건강‧ 양조사.

〈부표 13〉 성별 염 유병 환자의 만성질환(병리상태) 개수별 의사처방약 

복약 경험 여부

있다 없다 계

남

자

염만 75.3 24.7 100.0

염+1개 86.0 14.0 100.0

염+2개 83.6 16.4 100.0

염+3개 이상 100.0 - 100.0

계 81.8 18.2 100.0

여

자

염만 60.1 39.9 100.0

염+1개 87.1 12.9 100.0

염+2개 96.4 3.6 100.0

염+3개 이상 100.0 - 100.0

계 76.0 24.0 100.0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1년 국민건강‧ 양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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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14〉 성별 뇌졸  유병 환자의 만성질환(병리상태) 개수별 의사처방약 

복약 경험 여부

있다 없다 계

남

자

뇌졸 만 72.7 27.3 100.0

뇌졸 +1개 81.5 18.5 100.0

뇌졸 +2개 56.8 43.2 100.0

뇌졸 +3개 이상 100.0 - 100.0

계 74.6 25.4 100.0

여

자

뇌졸 만 100.0 - 100.0

뇌졸 +1개 97.3 2.7 100.0

뇌졸 +2개 94.3 5.7 100.0

뇌졸 +3개 이상 100.0 - 100.0

계 97.2 2.8 100.0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1년 국민건강‧ 양조사.

〈부표 15〉 성별 암 유병 환자의 만성질환(병리상태) 개수별 의사처방약 복약 

경험 여부

있다 없다 계

남

자

암만 100.0 - 100.0

암+1개 100.0 - 100.0

암+2개 100.0 - 100.0

계 100.0 - 100.0

여

자

암만 100.0 - 100.0

암+1개 100.0 - 100.0

암+2개 68.0 32.0 100.0

계 84.5 15.5 100.0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1년 국민건강‧ 양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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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16〉 성별 심질환 유병 환자의 만성질환(병리상태) 개수별 의사처방약 

복약 경험 여부

있다 없다 계

남

자

심질환만 100.0 - 100.0

심질환+1개 93.6 6.4 100.0

심질환+2개 82.6 17.4 100.0

심질환+3개 이상 100.0 - 100.0

계 91.5 8.5 100.0

여

자

심질환만 85.4 14.6 100.0

심질환+1개 100.0 - 100.0

심질환+2개 94.0 6.0 100.0

심질환+3개 이상 100.0 - 100.0

계 95.7 4.3 100.0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1년 국민건강‧ 양조사.

〈부표 17〉 성별 당뇨병 유병 환자의 만성질환(병리상태) 개수별 의사처방약 

복약 경험 여부

있다 없다 계

남

자

당뇨병만 84.5 15.5 100.0

당뇨병+1개 86.5 13.5 100.0

당뇨병+2개 74.0 26.0 100.0

당뇨병+3개 이상 100.0 - 100.0

계 84.8 15.2 100.0

여

자

당뇨병만 86.1 13.9 100.0

당뇨병+1개 97.3 2.7 100.0

당뇨병+2개 100.0 - 100.0

당뇨병+3개 이상 100.0 - 100.0

계 96.0 4.0 100.0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1년 국민건강‧ 양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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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18〉 성별 고 압 유병 환자의 만성질환(병리상태) 개수별 의사처방약 

복약 경험 여부

있다 없다 계

남

자

고 압만 80.2 19.8 100.0

고 압+1개 85.4 14.6 100.0

고 압+2개 74.7 25.3 100.0

고 압+3개 이상 100.0 - 100.0

계 82.3 17.7 100.0

여

자

고 압만 86.7 13.3 100.0

고 압+1개 92.4 7.6 100.0

고 압+2개 99.2 0.8 100.0

고 압+3개 이상 100.0 - 100.0

계 92.6 7.4 100.0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1년 국민건강‧ 양조사.

〈부표 19〉 성별 폐질환 유병 환자의 만성질환(병리상태) 개수별 의사처방약 

복약 경험 여부

있다 없다 계

남

자

폐질환만 62.9 37.1 100.0

폐질환+1개 95.4 4.6 100.0

폐질환+2개 82.7 17.3 100.0

폐질환+3개 이상 100.0 - 100.0

계 80.2 19.8 100.0

여

자

폐질환만 57.0 43.0 100.0

폐질환+1개 75.5 24.5 100.0

폐질환+2개 100.0 - 100.0

폐질환+3개 이상 100.0 - 100.0

계 81.2 18.8 100.0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1년 국민건강‧ 양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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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20〉 성별 만성질환(병리상태) 개수별 의사처방 없이 약사권유약 복약 

경험 여부

있다 없다 계

남

자

0개 3.1 96.9 100.0

1개 2.8 97.2 100.0

2개 3.5 96.5 100.0

3개 3.9 96.1 100.0

4개 이상 6.6 93.4 100.0

계 3.7 96.3 100.0

여

자

0개 4.2 95.8 100.0

1개 5.1 94.9 100.0

2개 5.0 95.0 100.0

3개 3.3 96.8 100.0

4개 이상 11.4 88.7 100.0

계 6.2 93.8 100.0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1년 국민건강‧ 양조사.

〈부표 21〉 성별 염 유병 환자의 만성질환(병리상태) 개수별 의사처방 없이 

약사권유약 복약 경험 여부

있다 없다 계

남

자

염만 2.7 97.3 100.0

염+1개 8.4 91.6 100.0

염+2개 - 100.0 100.0

염+3개 이상 - 100.0 100.0

계 4.9 95.1 100.0

여

자

염만 4.2 95.8 100.0

염+1개 7.6 92.4 100.0

염+2개 8.3 91.7 100.0

염+3개 이상 5.8 94.2 100.0

계 6.0 94.0 100.0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1년 국민건강‧ 양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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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22〉 성별 뇌졸  유병 환자의 만성질환(병리상태) 개수별 의사처방 없이 

약사권유약 복약 경험 여부

있다 없다 계

남

자

뇌졸 만 - 100.0 100.0

뇌졸 +1개 22.7 77.3 100.0

뇌졸 +2개 - 100.0 100.0

뇌졸 +3개 이상 - 100.0 100.0

계 8.9 91.1 100.0

여

자

뇌졸 만 - 100.0 100.0

뇌졸 +1개 5.2 94.8 100.0

뇌졸 +2개 - 100.0 100.0

뇌졸 +3개 이상 16.6 83.4 100.0

계 4.7 95.3 100.0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1년 국민건강‧ 양조사.

〈부표 23〉 성별 암 유병 환자의 만성질환(병리상태) 개수별 의사처방 없이 

약사권유약 복약 경험 여부

있다 없다 계

남

자

암만 - 100.0 100.0

암+1개 33.0 67.0 100.0

암+2개 - 100.0 100.0

계 7.5 92.5 100.0

여

자

암만 - 100.0 100.0

암+1개 - 100.0 100.0

암+2개 - 100.0 100.0

계 - 100.0 100.0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1년 국민건강‧ 양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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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24〉 성별 심질환 유병 환자의 만성질환(병리상태) 개수별 의사처방 없이 

약사권유약 복약 경험 여부

있다 없다 계

남

자

심질환만 - 100.0 100.0

심질환+1개 - 100.0 100.0

심질환+2개 - 100.0 100.0

심질환+3개 이상 - 100.0 100.0

계 - 100.0 100.0

여

자

심질환만 - 100.0 100.0

심질환+1개 9.3 90.7 100.0

심질환+2개 7.2 92.8 100.0

심질환+3개 이상 - 100.0 100.0

계 5.4 94.6 100.0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1년 국민건강‧ 양조사.

〈부표 25〉 성별 당뇨병 유병 환자의 만성질환(병리상태) 개수별 의사처방 없이 

약사권유약 복약 경험 여부

있다 없다 계

남

자

당뇨병만 - 100.0 100.0

당뇨병+1개 - 100.0 100.0

당뇨병+2개 - 100.0 100.0

당뇨병+3개 이상 - 100.0 100.0

계 - 100.0 100.0

여

자

당뇨병만 - 100.0 100.0

당뇨병+1개 6.8 93.2 100.0

당뇨병+2개 8.7 91.3 100.0

당뇨병+3개 이상 - 100.0 100.0

계 5.8 94.2 100.0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1년 국민건강‧ 양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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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26〉 성별 고 압 유병 환자의 만성질환(병리상태) 개수별 의사처방 없이 

약사권유약 복약 경험 여부

있다 없다 계

남

자

고 압만 7.6 92.4 100.0

고 압+1개 8.0 92.0 100.0

고 압+2개 - 100.0 100.0

고 압+3개 이상 - 100.0 100.0

계 6.7 93.3 100.0

여

자

고 압만 11.1 88.9 100.0

고 압+1개 3.9 96.1 100.0

고 압+2개 6.2 93.8 100.0

고 압+3개 이상 6.6 93.4 100.0

계 6.4 93.6 100.0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1년 국민건강‧ 양조사.

〈부표 27〉 성별 폐질환 유병 환자의 만성질환(병리상태) 개수별 의사처방 없이 

약사권유약 복약 경험 여부

있다 없다 계

남

자

폐질환만 6.8 93.2 100.0

폐질환+1개 5.0 95.0 100.0

폐질환+2개 - 100.0 100.0

폐질환+3개 이상 - 100.0 100.0

계 5.2 94.8 100.0

여

자

폐질환만 7.8 92.2 100.0

폐질환+1개 10.4 89.6 100.0

폐질환+2개 - 100.0 100.0

폐질환+3개 이상 6.7 93.3 100.0

계 6.6 93.4 100.0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1년 국민건강‧ 양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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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28〉성별 만성질환(병리상태) 개수별 의사처방 없이 본인 선택약 복약 

경험 여부

있다 없다 계

남

자

0개 10.8 89.2 100.0

1개 13.5 86.5 100.0

2개 11.6 88.4 100.0

3개 11.0 89.0 100.0

4개 이상 12.3 87.7 100.0

계 12.1 87.9 100.0

여

자

0개 12.4 87.6 100.0

1개 8.8 91.2 100.0

2개 18.0 82.0 100.0

3개 14.1 85.9 100.0

4개 이상 17.4 82.6 100.0

계 14.5 85.5 100.0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1년 국민건강‧ 양조사.

〈부표 29〉 성별 염 유병 환자의 만성질환(병리상태) 개수별 의사처방 없이 

본인 선택약 복약 경험 여부

있다 없다 계

남

자

염만 11.6 88.4 100.0

염+1개 7.8 92.2 100.0

염+2개 9.7 90.3 100.0

염+3개 이상 31.3 68.7 100.0

계 10.4 89.6 100.0

여

자

염만 15.9 84.1 100.0

염+1개 15.2 84.8 100.0

염+2개 15.3 84.7 100.0

염+3개 이상 5.8 94.2 100.0

계 15.3 84.7 100.0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1년 국민건강‧ 양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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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30〉 성별 뇌졸  유병 환자의 만성질환(병리상태) 개수별 의사처방 없이 

본인 선택약 복약 경험 여부

있다 없다 계

남

자

뇌졸 만 13.5 86.5 100.0

뇌졸 +1개 - 100.0 100.0

뇌졸 +2개 17.4 82.6 100.0

뇌졸 +3개 이상 - 100.0 100.0

계 8.4 91.6 100.0

여

자

뇌졸 만 69.1 30.9 100.0

뇌졸 +1개 - 100.0 100.0

뇌졸 +2개 - 100.0 100.0

뇌졸 +3개 이상 16.6 83.4 100.0

계 8.8 91.2 100.0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1년 국민건강‧ 양조사.

〈부표 31〉 성별 암 유병 환자의 만성질환(병리상태) 개수별 의사처방 없이 

본인 선택약 복약 경험 여부

있다 없다 계

남

자

암만 12.3 87.7 100.0

암+1개 - 100.0 100.0

암+2개 - 100.0 100.0

계 7.3 92.7 100.0

여

자

암만 - 100.0 100.0

암+1개 100.0 - 100.0

암+2개 - 100.0 100.0

계 28.0 72.0 100.0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1년 국민건강‧ 양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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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32〉 성별 심질환 유병 환자의 만성질환(병리상태) 개수별 의사처방 없이 

본인 선택약 복약 경험 여부

있다 없다 계

남

자

심질환만 56.1 43.9 100.0

심질환+1개 - 100.0 100.0

심질환+2개 10.4 89.6 100.0

심질환+3개 이상 100.0 - 100.0

계 12.4 87.6 100.0

여

자

심질환만 - 100.0 100.0

심질환+1개 16.9 83.1 100.0

심질환+2개 26.8 73.2 100.0

심질환+3개 이상 - 100.0 100.0

계 14.1 85.9 100.0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1년 국민건강‧ 양조사.

〈부표 33〉 성별 당뇨병 유병 환자의 만성질환(병리상태) 개수별 의사처방 없이 

본인 선택약 복약 경험 여부

있다 없다 계

남

자

당뇨병만 - 100.0 100.0

당뇨병+1개 8.2 91.8 100.0

당뇨병+2개 - 100.0 100.0

당뇨병+3개 이상 - 100.0 100.0

계 4.1 95.9 100.0

여

자

당뇨병만 - 100.0 100.0

당뇨병+1개 11.8 88.2 100.0

당뇨병+2개 8.7 91.3 100.0

당뇨병+3개 이상 - 100.0 100.0

계 8.2 91.8 100.0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1년 국민건강‧ 양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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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34〉 성별 고 압 유병 환자의 만성질환(병리상태) 개수별 의사처방 없이 

본인 선택약 복약 경험 여부

있다 없다 계

남

자

고 압만 13.6 86.4 100.0

고 압+1개 2.6 97.4 100.0

고 압+2개 11.9 88.1 100.0

고 압+3개 이상 31.3 68.7 100.0

계 9.4 90.6 100.0

여

자

고 압만 12.4 87.6 100.0

고 압+1개 14.5 85.5 100.0

고 압+2개 14.2 85.8 100.0

고 압+3개 이상 6.6 93.4 100.0

계 13.6 86.4 100.0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1년 국민건강‧ 양조사.

〈부표 35〉 성별 폐질환 유병 환자의 만성질환(병리상태) 개수별 의사처방 없이 

본인 선택약 복약 경험 여부

있다 없다 계

남

자

폐질환만 15.7 84.3 100.0

폐질환+1개 - 100.0 100.0

폐질환+2개 18.0 82.0 100.0

폐질환+3개 이상 31.3 68.7 100.0

계 10.1 89.9 100.0

여

자

폐질환만 16.4 83.6 100.0

폐질환+1개 10.8 89.2 100.0

폐질환+2개 12.7 87.3 100.0

폐질환+3개 이상 6.7 93.3 100.0

계 11.9 88.1 100.0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1년 국민건강‧ 양조사.



262

〈부표 36〉성별 만성질환(병리상태) 개수별 복약횟수 지침 이행

정확히 수 가끔 빼먹음 잘안지킴 계

남

자

0개 72.6 23.4 4.0 100.0

1개 85.6 10.3 4.1 100.0

2개 89.9 8.0 2.1 100.0

3개 82.4 17.6 - 100.0

4개 이상 87.6 7.9 4.5 100.0

계 85.3 11.8 2.9 100.0

여

자

0개 85.7 14.3 - 100.0

1개 83.4 16.6 - 100.0

2개 78.7 15.0 6.3 100.0

3개 85.9 12.0 2.1 100.0

4개 이상 83.0 10.7 6.3 100.0

계 82.9 13.2 3.9 100.0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1년 국민건강‧ 양조사.

〈부표 37〉성별 염 유병 환자의 만성질환(병리상태) 개수별 복약횟수 
지침 이행

정확히 수 가끔 빼먹음 잘안지킴 계

남

자

염만 78.1 19.7 2.2 100.0

염+1개 87.7 12.3 - 100.0

염+2개 60.6 17.9 21.5 100.0

염+3개 이상 68.7 31.3 - 100.0

계 80.2 16.7 3.1 100.0

여

자

염만 75.1 20.0 4.9 100.0

염+1개 84.1 14.1 1.8 100.0

염+2개 80.9 12.2 6.9 100.0

염+3개 이상 90.7 9.3 - 100.0

계 80.3 16.1 3.6 100.0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1년 국민건강‧ 양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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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38〉 성별 뇌졸  유병 환자의 만성질환(병리상태) 개수별 복약횟수 

지침 이행

정확히 수 가끔 빼먹음 잘안지킴 계

남

자

뇌졸 만 91.3 8.7 - 100.0

뇌졸 +1개 88.3 11.7 - 100.0

뇌졸 +2개 100.0 - - 100.0

뇌졸 +3개 이상 100.0 - - 100.0

계 91.7 8.3 - 100.0

여

자

뇌졸 만 75.8 - 24.2 100.0

뇌졸 +1개 93.7 6.3 - 100.0

뇌졸 +2개 100.0 - - 100.0

뇌졸 +3개 이상 100.0 - - 100.0

계 93.9 3.5 2.6 100.0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1년 국민건강‧ 양조사.

〈부표 39〉성별 암 유병 환자의 만성질환(병리상태) 개수별 복약횟수 지침 이행

정확히 수 가끔 빼먹음 잘안지킴 계

남

자

암만 90.9 9.1 - 100.0

암+1개 100.0 - - 100.0

암+2개 100.0 - - 100.0

계 94.6 5.4 - 100.0

여

자

암만 - - 100.0 100.0

암+1개 100.0 - - 100.0

암+2개 100.0 - - 100.0

계 72.2 - 27.8 100.0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1년 국민건강‧ 양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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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40〉 성별 심질환 유병 환자의 만성질환(병리상태) 개수별 복약횟수 

지침 이행

정확히 수 가끔 빼먹음 잘안지킴 계

남

자

심질환만 100.0 - - 100.0

심질환+1개 93.2 6.8 - 100.0

심질환+2개 100.0 - - 100.0

심질환+3개 이상 - 100.0 - 100.0

계 91.4 8.6 - 100.0

여

자

심질환만 100.0 - - 100.0

심질환+1개 100.0 - - 100.0

심질환+2개 81.8 7.7 10.5 100.0

심질환+3개 이상 90.0 10.0 100.0

계 92.5 4.1 3.4 100.0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1년 국민건강‧ 양조사.

〈부표 41〉 성별 당뇨병 유병 환자의 만성질환(병리상태) 개수별 복약횟수 

지침 이행

정확히 수 가끔 빼먹음 잘안지킴 계

남

자

당뇨병만 98.2 1.8 - 100.0

당뇨병+1개 95.1 4.9 - 100.0

당뇨병+2개 53.2 - 46.8 100.0

당뇨병+3개 이상 100.0 - - 100.0

계 92.6 3.2 4.2 100.0

여

자

당뇨병만 63.9 36.1 - 100.0

당뇨병+1개 90.2 9.8 - 100.0

당뇨병+2개 86.3 9.5 4.2 100.0

당뇨병+3개 이상 100.0 - - 100.0

계 85.3 13.6 1.1 100.0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1년 국민건강‧ 양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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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42〉성별 고 압 유병 환자의 만성질환(병리상태) 개수별 복약횟수 지침 

이행

정확히 수 가끔 빼먹음 잘안지킴 계

남

자

고 압만 93.5 4.6 1.9 100.0

고 압+1개 89.0 11.0 - 100.0

고 압+2개 70.7 13.3 16.0 100.0

고 압+3개 이상 68.7 31.3 - 100.0

계 88.3 9.1 2.6 100.0

여

자

고 압만 92.9 7.1 - 100.0

고 압+1개 85.6 12.5 1.9 100.0

고 압+2개 84.1 10.8 5.1 100.0

고 압+3개 이상 89.2 10.8 - 100.0

계 87.3 10.7 2.0 100.0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1년 국민건강‧ 양조사.

〈부표 43〉성별 폐질환 유병 환자의 만성질환(병리상태) 개수별 복약횟수 
지침 이행

정확히 수 가끔 빼먹음 잘안지킴 계

남

자

폐질환만 61.8 22.8 15.4 100.0

폐질환+1개 95.8 4.2 - 100.0

폐질환+2개 57.9 42.1 - 100.0

폐질환+3개 이상 68.7 31.3 - 100.0

계 77.7 16.0 6.3 100.0

여

자

폐질환만 88.5 - 11.5 100.0

폐질환+1개 85.9 14.1 - 100.0

폐질환+2개 84.8 15.2 - 100.0

폐질환+3개 이상 89.0 11.0 - 100.0

계 86.3 11.8 1.9 100.0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1년 국민건강‧ 양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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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44〉성별 만성질환(병리상태) 개수별 복약량 지침 이행

정확히 

수

가끔 양을 

임

가끔 양을 

늘림

부분 

양을 임

부분 

양을 늘림
계

남

자

0개 93.4 3.3 3.3 - - 100.0

1개 94.4 4.2 1.4 - - 100.0

2개 95.6 2.2 - 2.2 - 100.0

3개 95.5 4.5 - - - 100.0

4개 이상 95.4 4.6 - - - 100.0

계 95.0 3.7 0.7 0.6 - 100.0

여

자

0개 95.4 - 4.6 - - 100.0

1개 95.9 4.1 - - - 100.0

2개 94.7 2.6 1.3 - 1.4 100.0

3개 92.7 5.2 2.1 - - 100.0

4개 이상 91.9 4.6 0.7 2.1 0.7 100.0

계 93.6 4.0 1.2 0.6 0.6 100.0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1년 국민건강‧ 양조사.

〈부표 45〉 성별 염 유병 환자의 만성질환(병리상태) 개수별 복약량 지침 

이행

정확히 

수

가끔 양을 

임

가끔 양을 

늘림

부분 

양을 임

부분 

양을 늘림
계

남

자

염만 89.0 11.0 - - - 100.0

염+1개 94.5 5.5 - - - 100.0

염+2개 82.1 17.9 - - - 100.0

염+3개 이상 68.7 31.3 - - - 100.0

계 89.9 10.1 - - - 100.0

여

자

염만 93.2 4.1 1.2 - 1.5 100.0

염+1개 90.5 5.2 2.5 0.9 0.9 100.0

염+2개 100.0 - - - - 100.0

염+3개 이상 100.0 - - - - 100.0

계 93.1 3.9 1.6 0.4 1.0 100.0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1년 국민건강‧ 양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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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46〉 성별 뇌졸  유병 환자의 만성질환(병리상태) 개수별 복약량 지침 

이행

정확히 

수

가끔 양을 

임

가끔 양을 

늘림

부분 

양을 임

부분 

양을 늘림
계

남

자

뇌졸 만 100.0 - - - - 100.0

뇌졸 +1개 100.0 - - - - 100.0

뇌졸 +2개 100.0 - - - - 100.0

뇌졸 +3개 이상 100.0 - - - - 100.0

계 100.0 - - - - 100.0

여

자

뇌졸 만 100.0 - - - - 100.0

뇌졸 +1개 100.0 - - - - 100.0

뇌졸 +2개 100.0 - - - - 100.0

뇌졸 +3개 이상 100.0 - - - - 100.0

계 100.0 - - - - 100.0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1년 국민건강‧ 양조사.

〈부표 47〉성별 암 유병 환자의 만성질환(병리상태) 개수별 복약량 지침 이행

정확히 

수

가끔 양을 

임

가끔 양을 

늘림

부분 

양을 임

부분 

양을 늘림
계

남

자

암만 100.0 - - - - 100.0

암+1개 100.0 - - - - 100.0

암+2개 100.0 - - - - 100.0

계 100.0 - - - - 100.0

여

자

암만 - - - 100.0 - 100.0

암+1개 100.0 - - - - 100.0

암+2개 100.0 - - - - 100.0

계 72.2 - - 27.8 - 100.0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1년 국민건강‧ 양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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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48〉 성별 심질환 유병 환자의 만성질환(병리상태) 개수별 복약량 지침 

이행

정확히 

수

가끔 양을 

임

가끔 양을 

늘림

부분 

양을 임

부분 

양을 늘림
계

남

자

심질환만 100.0 - - - - 100.0

심질환+1개 100.0 - - - - 100.0

심질환+2개 100.0 - - - - 100.0

심질환+3개 이상 - 100.0 - - - 100.0

계 95.4 4.6 - - - 100.0

여

자

심질환만 100.0 - - - - 100.0

심질환+1개 100.0 - - - - 100.0

심질환+2개 100.0 - - - - 100.0

심질환+3개 이상 100.0 - - - - 100.0

계 100.0 - - - - 100.0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1년 국민건강‧ 양조사.

〈부표 49〉 성별 당뇨병 유병 환자의 만성질환(병리상태) 개수별 복약량 지침 

이행

정확히 

수

가끔 양을 

임

가끔 양을 

늘림

부분 

양을 임

부분 

양을 늘림
계

남

자

당뇨병만 100.0 - - - - 100.0

당뇨병+1개 90.6 9.4 - - - 100.0

당뇨병+2개 100.0 - - - - 100.0

당뇨병+3개 이상 100.0 - - - - 100.0

계 95.3 4.7 - - - 100.0

여

자

당뇨병만 79.9 20.1 - - - 100.0

당뇨병+1개 95.8 4.2 - - - 100.0

당뇨병+2개 100.0 - - - - 100.0

당뇨병+3개 이상 100.0 - - - - 100.0

계 94.6 5.4 - - - 100.0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1년 국민건강‧ 양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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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50〉 성별 고 압 유병 환자의 만성질환(병리상태) 개수별 복약량 지침 

이행

정확히 

수

가끔 양을 

임

가끔 양을 

늘림

부분 

양을 임

부분 

양을 늘림
계

남

자

고 압만 97.5 2.5 - - - 100.0

고 압+1개 100.0 - - - - 100.0

고 압+2개 86.7 13.3 - - - 100.0

고 압+3개 이상 68.7 31.3 - - - 100.0

계 96.3 3.7 - - - 100.0

여

자

고 압만 100.0 - - - - 100.0

고 압+1개 91.6 3.7 2.7 1.0 1.0 100.0

고 압+2개 100.0 - - - - 100.0

고 압+3개 이상 89.2 10.8 - - - 100.0

계 95.9 1.8 1.3 0.5 0.5 100.0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1년 국민건강‧ 양조사.

〈부표 51〉 성별 폐질환 유병 환자의 만성질환(병리상태) 개수별 복약량 지침 

이행

정확히 

수

가끔 양을 

임

가끔 양을 

늘림

부분 

양을 임

부분 

양을 늘림
계

남

자

폐질환만 84.6 - 6.2 9.2 - 100.0

폐질환+1개 100.0 - - - - 100.0

폐질환+2개 57.9 42.1 - - - 100.0

폐질환+3개 이상 68.7 31.3 - - - 100.0

계 88.9 4.9 2.5 3.7 - 100.0

여

자

폐질환만 88.5 11.5 - - - 100.0

폐질환+1개 100.0 - - - - 100.0

폐질환+2개 100.0 - - - - 100.0

폐질환+3개 이상 100.0 - - - - 100.0

계 94.9 5.1 - - - 100.0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1년 국민건강‧ 양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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