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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노인 장기의료 및 요양서비스
조주연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가정의학과

Geriatric Long-Term Care Practice in Korea
Chooyon Cho
Department of Family Medicine, Soon Chun Hyang University Hospital, Seoul, Korea

The inexorable rise of health expenditures for the elderly is a major public burden in Korea. As a sharp increase of the population
of the elderly, informal caregiver burdens and consequent wealth and health deprivation of caregivers remains top social concern.
In response to the resolution of this concern, Korea implemented the long-term care insurance since 2008. There are various
types of geriatric long-term care and assisted living facilities. Comprehensive geriatric assessment, adequate transitions between
care facilities, and assurance of continuity and integration of care are core care objectives in geriatric long-term care practice
in Korea. To achieve these objectives, a comprehensive review of facility care settings, geriatric workforce and payment policies
is urgently warranted. Current review can be widely applied to health care providers caring older adults in Korean long-term
care fac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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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이상 질환을 가진 복합이환자는 69.7%이며, 평균 2.6개
의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다[2]. 노인이 겪는 만성질환의

우리나라는 수명연장과 저출산에 따라 세계적으로 가

순위를 보면, 1위가 고혈압(56.7%)이며, 2위 골관절염 또

장 빠른 속도로 고령사회로 진입하였고, 현재와 같은 고

는 류머티스관절염(33.4%), 3위 당뇨병(22.6%)이었으며, 요

령화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50년 이후 노인 인구비율이

통 및 좌골통(21.1%), 고지혈증(19.6%), 골다공증(14.0%),

세계 1-3위에 이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노인질환의

백내장(8.7%), 전립선비대증(8.2%), 뇌졸중(6.9%), 협심증

유병률 역시 빠르게 증가하고, 이에 따라 노인 인구의

및 심근경색증(6.2%) 등이 이어지며, 10대 질환에 속하였

의료비와 장기요양 비용도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1]. 보

다. 정신질환으로는 노인우울척도로 본 노인우울증이

건복지부에서 한국보건사회의료원에 의뢰하여 조사한

33.1%로, 연령이 높을수록, 소득이 낮을수록, 여자에게

2014년도 노인실태조사서에 의하면 노년에는 89.2%의

서, 독거노인에게서 높게 나타났다[2]. 따라서 노인질환

노인이 1개 이상의 노인성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고, 2개

의 증가에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의료비의 상승, 장기요

Received December 17, 2018; revised December 21, 2018; accepted December 22, 2018.
Corresponding author: Chooyon Cho, Department of Family Medicine, Soon Chun Hyang University Hospital, 59 Daesakwan-ro, Yongsan-gu, Seoul
04401, Korea. E-mail: fmsch@schmc.ac.kr
Copyright Ⓒ 2018 The Korean Academ y of Clinical G eriatrics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 s of the Creative Com m ons Attribution N on-Com m 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 m ons.org/licenses/by-nc/4.0) w hich
perm its unrestricted non-com m 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 edium , provided the original w ork is properly cited.

64 Korean J Clin Geri 2018;19(2):63-71

양의 필요성과 기간 증가에 따른 경제적 문제와 그와 관

리, 욕창, 치매 등 장기요양을 요하는 입원, 외래 및 재

련된 가족 기능 약화, 은퇴 후 삶의 기간 증가와 같은 사

활치료 등의 의료를 행할 목적으로 개설하는 의료기관

회적 문제 등이 발생할 수 밖에 없고, 이는 의료 및 사회

으로 의료법에 근거하며,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고 있다.

적 자원 재분배와 이를 아우를 수 있는 정책적 변화가

즉, 병원 기능과 요양기관 기능이 복합적으로 갖추어진

절실히 필요한 이유가 된다.

곳으로, 1) 복합기능형 병원(치매 등 만성질환 장기치료,

노인 장기진료 및 요양서비스는 노인 진료에 있어 핵

노쇠하거나 인지기능이 저하되어 보조가 필요한 노인에

심적인 역할을 하는 중요한 분야 중의 하나다. 특히, 노

게 의료와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장 많은 형태), 2)

인 진료의사와 간호사, 간호조무사, 사회사업가, 재활치

재활중심병원, 3) 중증과 아급성기 치료중심병원(급성기

료사, 요양보호사, 정책담당자, 사회학자 등은 가족과 함

병원에서 치료받은 후 아급성기 치료를 요하거나 지속

께 점차 쇠퇴하여 가는 만성질환 또는 노인질환을 가진

적으로 인공호흡기 치료 등이 필요한 중증환자에게 치

환자 또는 거주자의 삶의 질과 가치를 최대한 지켜주는

료 제공), 4) 호스피스 완화의료 중심병원 등의 네가지

보루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체

형태로 구분하기도 한다[7,8].

계에 따른 노인 장기진료 및 요양서비스에 있어 산적한

요양병원은 현재 앓고 있는 만성질환과 일상생활 수

과제와 문제점 또한 적지 않다. 무엇보다도 의료전달체

행능력(activities of daily living, ADL) 저하 등 취약한 여

계의 확립이 미흡하여 환자의 중증도에 맞는 합리적 의

건에 처한 환자들을 돌보고 악화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료기관 또는 요양기관 이용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며, 대

역할을 하며, 적극적 치료와 회복을 통한 조기 퇴원보다

형의료기관에 환자와 자원이 쏠림으로 인한 일차의료

는 장기 입원을 전제로 입원 당시의 상태를 오래 유지시

약화가 심화되었다. 또한 의료 이용이 특정 대상자에게

키는 것을 목적이라 볼 수 있어, 일반병원의 급성기 의

편중되었고, 지역사회 인프라도 부족하며, 서비스 간의

료와는 구분이 된다. 일반병원과 외래의 급성기 의료는

연계도 미흡해 체계적인 의료 이용이 이뤄지지 못하고

증상과 질환에 대한 즉각적 개입을 통한 완치 또는 적극

있다. 65세 이상 노인의 의료비가 급증하여 저소득층을

적 치료를 제공하지만, 요양병원은 만성질환자의 기능과

포함한 노인 의료재정의 확충이 필요하며, 노인의 다약

상태를 장기적 그리고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을 목표

제사용과 질병 발생 시 회복이 어려워 장기 입원 또는

로 한다. 그리고 급성기 진료가 기술 수준이 높은 전문

재입원으로 이어지는 악순환 속에 적절한 장기 노인환

인력과 의료인 중심인 것에 비해 요양병원에서는 높지 않

자 진료와 요양을 요하는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은 기술로 장기간 환자와 보호자 중심의 진료를 하고 있

[3-6].

다.

노인 진료의 제공은 급성, 급성 후, 아급성, 재활 및

화상이나 3단계 이상의 심한 욕창, 집중 치료가 필요

장기의료, 요양시설과 재가, 말기 돌봄, 임시 진료 등으

한 감염 상처가 있거나 자주 흡인하거나 인공호흡기 의

로 구분할 수 있고, 종합병원과 대학병원에서는 주로 외

존 또는 기관 삽관 상태, 혼수상태, 전염질환이나 신체

래 및 입원 진료, 응급진료, 중환자 진료 등의 형태로 이

적, 정신적 문제를 동반하여 포괄적 진료가 필요한 경우,

루어진다. 본 글에서는 우리나라의 노인 요양병원과 요

술 또는 약물 남용, 혈관 주사제가 필요한 경우, 경관급

양기관 진료, 노인장기요양보험, 요양시설서비스와 요즘

식, 외과적 수술 또는 상해 후 회복기간에 있는 자를 비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촉탁의사 문제 등에 대해 논의

롯한 노인성 만성질환자들이 요양병원 입원을 고려해야

하고자 한다

할 대상이다. 실제로 흔히 입원하는 경우는 일상생활 수
행능력이 떨어져 있으면서 간병인이 없거나 요양보호사

본

론

또는 방문서비스 만으로는 부족한 환자, 요양병원에 입
소할 기준은 안 되나 병원을 선호하는 환자, 치매로 행

1. 요양병원 진료

동 및 정신 증상(behavioral and psychological symptoms; 배

요양병원은 의사 또는 한의사가 그 의료를 행하는 곳

회, 공격성, 수면장애 및 야간 이상행동, 망상 등)이 심하

으로, 요양 환자 30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

거나 치매로 오인된 섬망 환자이며, 증상이 잘 조절되지

추고 노인질환, 주요 골절, 뇌졸중, 심폐질환, 수술 후 관

않아 주변 사람들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환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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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있다. 단, 법정전염병[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형소화기의 경우 20 m 간격으로, 대형소화기의 경우 30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같은 제1군

m 간격으로 비치하며, 5층 이상인 병원에는 방열복과 공

감염병; 디프테리아, 홍역, 폴리오와 같은 제2군 감염병;

기호흡기를 비치한다. 치매 또는 뇌졸중 환자의 인지기

결핵, 성홍열, 수막구균성수막염, 탄저 등의 제3군 감염

능 향상과 사회적 관계 형성 또는 삶의 흥미 유발 등을

병; 페스트, 바이러스성출혈열, 두창, 보톨리늄독소증, 중

위하여 사회복지사 주도로 미술치료, 음악치료, 치료 레

증급성호흡기증후군(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동

크리에이션, 웃음치료 등도 운영할 수 있으며, 재활치료

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 신종전염병

를 위한 물리치료실과 작업치료실의 설치도 필수적이다.

증후군, 중동호흡기증후군(middle east respiratory syn-

요양병원의 환자평가표는 환자군별 상대가치점수 결

drome) 등의 제4군 감염병] 환자와 일부 정신질환자는 입

정을 위해 담당간호사가 매월 1∼10일 작성하며, 입원평

원이 제외된다.

가인 경우 입원 1∼10일에, 월 중 특정 기간에서 정액수

요양병원의 인력 기준은 일반 급성기 병원보다 완화

가기간으로 변경 시에는 정액수가 적용 개시일로부터 1∼

되어, 의사는 연평균 1일 입원 환자 40인마다 1인, 간호

10일 사이에 평가하여 작성한다. 환자평가표에는 인적

사는 입원 환자 6인마다 1인이며, 간호사 정원의 2/3 이

및 일반사항, 의식상태, 인지기능, 신체기능, 배설기능,

내에서 간호조무사를 둘 수 있다. 추가적으로 복지서비

질병진단, 건강상태, 구강 및 영양상태, 피부상태, 투약,

스 욕구의 파악과 상담을 위한 사회복지사나 재활치료

특수치료 및 재활치료 등을 기록해야 한다. 환자평가표

를 위한 물리치료사를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장기

는 작성일을 포함하여 지난 7일간의 환자상태를 종합적

요양 인정 신청은 65세 이상 노인과 65세 미만자 중 치

으로 평가하여 작성한다. 단, 특정기간 발생 등 불가피한

매, 뇌혈관질환 등 노인성 질환이 있는 경우 가능하다.

경우에 한해 평가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환자 평가기간

노인성 질환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총 21개 질환이 있

은 정액수가 적용 기간이어야 하며, 월말 입원으로 인하

다[9,10].

여 익월에 환자평가표가 작성된 경우에는 익월의 환자

대부분 입원 환자들의 기능이 저하되어 있으므로, 구

평가를 생략하고, 전월 환자평가표 작성일로부터 전월

조와 시설 면에서 요양병원은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기

마지막 날까지의 잔여일수가 7일 이하인 경우에는 당월

본적인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어야 하며, 밝은 조명, 미

의 환자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끄럼 방지 장치 등의 구비가 필요하다. 또 의료법에 따

요양병원의 수가체계는 일당정액포괄수가제(resource

라 모든 편의시설에 휠체어 이동을 위해 턱을 제거해야

utilization group)의 적용을 받으며, 일부 환자 및 특정 기

하며, 2층 이상 건물에는 엘리베이터 또는 경사로를 마

간, 일부 항목에서만 행위별수가를 받을 수 있다. 특정

련해야 한다. 입원실, 화장실, 욕실에 비상 연락장치를,

기간이라 함은 폐렴 치료기간, 패혈증 치료기간, 중환자

화장실, 욕실, 복도, 계단에 안전손잡이를 마련해야 한다.

실 입원기간, 외과적 수술 및 동 수술에 따른 치료기간

2

입원 면적은 1인실의 경우 유효면적 10 m , 다인실은 환
2

등이다. 폐렴의 경우 엑스선에서 신규 또는 진행성 폐침

자 1인당 7.5 m 이상이다. 하나의 병실에 설치하는 병상

윤의 소견이 있으면서 다음 중 2가지 이상에 해당할 때

은 최대 6개로 하며, 손씻기시설과 환기시설을 설치해야

로, 1) 체온이 38 C를 초과하거나, 2) 백혈구수가 4,000/L

한다. 병상은 벽체나 기타 고정물로부터 최소 0.9 m 이

미만이거나 12,000/L 초과인 경우, 3) 객담 양상이 변하

상(머리 제외), 다른 병상으로부터 1.5 m 거리를 둬야 한

거나(화농성 객담이 새로 발생) 기침이 새로 발생하였거

다. 침대용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병상이 이동할 수 있

나 악화된 경우, 4) 흉부 신체검사에서 수포음(rale)이 있

는 공간과 보조인력이 들어가 목욕을 시킬 수 있는 공간

는 경우, 5) 동맥혈가스분석 결과 이상이 있는 경우

도 있어야 한다. 기존에 설립된 시설의 경우 2018년 말

(PaO2가 60 mmHg 미만 등)가 이에 해당된다. 패혈증의

까지 병상간 간격을 1.0 m로 하고, 300병상당 음압 병실

경우 혈액 내 균 혹은 균독소가 증명되거나 감염으로 인

2

1개를 설치해야 한다. 바닥 면적의 합계가 600 m 이상
2

o

한 전신염증반응으로서 다음 중 2가지 이상에 해당되어

인 경우 스프링쿨러를 설치하고, 600 m 이하인 경우 간

o
패혈증으로 확진된 때로, 1) 체온이 38 C를 초과하거나

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하며, 동화재탐지설비와 자동

o
36 C 미만인 경우, 2) 심박동수가 분당 90회를 초과한 경

화재속보설비, 시각경보기, 가스노출경보기를 갖추고, 소

우, 3) 호흡수가 분당 24회를 초과하거나 이산화탄소 분

66 Korean J Clin Geri 2018;19(2):63-71
압이 32 mmHg 미만인 경우, 4) 백혈구수가 12,000/L

적 입원이 불필요한 환자들의 합리적 요양병원 이용 유

초과 또는 4,000/L 미만이거나 미성숙중성구(immature

도를 위한 수가개편도 추진 중에 있다.

neutrophil) 수가 10% 초과한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특정

장기요양병원과 병상의 수는 정부의 지원 하에 계속

항목이라 함은 식대, 컴퓨터단층촬영, 자기공명영상, 전

증가하였는데 주로 요양병원 신설과 중소병원에서 요양

문재활치료, 혈액투석 및 투석액, 전문의약품[치매치료

병원으로의 전환 등을 통해 이루어졌다. 대한노인요양병

제, 적혈구형성인자 제제, darbepoetin 제제, 재조합인간표

원협회의 자료에 의하면 2017년 우리나라 지역별 노인

피성장인자(이지에프), ruluzole (리루텍), 인터페론베타-

요양병원의 수는 1,529개로, 867개였던 2010년 이후 연평

1a (레비프프리필드) 등]이 해당되며, 6일 이내 퇴원하는

균 8.4%씩 증가하고 있으며, 2017년 1월에는 1,300 곳이

환자, 낮병동 입원 환자, 그리고 한방과 입원 환자 등이

넘는 병원들이 정부의 인증을 받았다. 요양병원에 근무

이에 해당된다[7,8].

하는 전문의 수는 2017년 5,066명으로, 전체 전문의 수

요양병원은 의료법에 입각한 환자 대비 의사 수에 따

81,041명의 6.3%에 이른다[12].

라 1∼5등급으로 구분한 입원료 차등수가제가 적용되며,

2010년부터 시행된 요양병원의 의무인증제는 매 4년

의사와 간호인력 이외에 필요인력 확보에 따라 인센티

마다 실시되며, 2년마다 중간평가, 매년 서류를 제출하

브가 적용되고,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 환류를 통한 질

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의료서비스 향상, 환자와 직원

관리가 시행되고 있다.

안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우리나라의 요양병원 입원 환자군은 1) 최고도군, 2)

그럼에도 요양병원이 요양 위주의 기능에서 벗어나지

고도군, 3) 중도군, 4) 문제행동군, 5) 인지장애군, 6) 경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다. 일부 병원에서는 요양시설과

도군, 7) 신체기능저하군의 7개 등급으로 분류하며 정액

의 차별점이 없이 운영되는 반면, 급성기 병원의 접근

제로 운영된다. ADL은 1) 식사하기, 2) 옮겨 앉기, 3) 화

방식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도 하며, 포괄적, 다학제적

장실 가기, 4) 체위변경의 4개 등급(각 동작마다 1∼6점)

개념의 진료시스템을 적용하지 못하고 진찰과 검사 결

으로 분류하며, 주치의와 간호사의 협력 하에 입원 7일

과에 의존하는 시스템만 적용하는 경우도 많은 실정으

동안 관찰 후 결정한다. 하지만 2018년 8월 30일자 메디

로, 그 정확한 기능에 대한 사회적 합의점을 찾지 못하

칼 타임즈에 의하면 최근 들어 중도군에서 최고도군까

고 표류 중에 있으며, 의료서비스 수준이 매우 떨어지는

지의 중증 환자는 감소하고, 인지장애군 등 경증 환자가

경우도 있다. 또한 입원일당정액수가제를 적용하면서 느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실제로 비교적 경

슨한 기준, 예외 부분의 증가, 영세성, 간병인 및 재활

증 환자로 분류될 수 있는 신체기능저하군, 인지장애군,

치료에 대한 과소 투자, 저가약 사용 등의 문제가 발생

문제행동군으로 분류된 요양병원 환자가 2008년 25.3%

하여, 행위별수가를 적용하는 급성기 병원에 비해 의료

에서 2013년 43.5%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11]. 여

서비스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사례가 늘어나고, 장기요양

기에 가족적, 환경적 요인으로 어쩔 수 없이 입원하게

보험이 아닌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고 있어 급성질환으

되는 사회적 입원 환자들이 노인의료비 상승의 주된 요

로 타의료기관 진료를 보게 될 경우 진료비 정산 문제가

인으로 분류됨에 따라 요양병원 환자분류체계의 개편

발생하게 되어 급성기 병원과의 긴밀한 협조가 잘 이루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보건복지부와

어지지 않는 등의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자문회의를 시작으로 논의가 중

양병원 제도는 급격히 고령화되는 사회에서 일차노인의

단됐던 요양병원 환자분류체계를 재논의하기 위한 '요양

료서비스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병원정책지원반'을 구성하여 요양병원과 시설의 합리적

문제점을 인지하고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노인의

이용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요양병원의 기능 정립을 추

료와 노인복지의 가교역할을 통해 요양병원의 존재 의

진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요

미를 스스로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양병원에서 만성 중증질환 치료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
도록 현행 수가체계를 개편하고, 환자 안전 등 새로운

2.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를 신설할 예정이라고 하며, 요양병원 수가개선 정

우리나라는 특히 인구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어 치매

책 개발‧지원을 위해 실무 전담조직도 구성하였다. 의학

나 뇌졸중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이 증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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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 이에 따른 의료비용이 늘어나는데 비해, 핵가족화,

여 중에는 방문요양 공단부담금이 1조 6,076억원으로 가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로 예전과 같이 노인을 가정에서

장 많았고, 시설급여는 노인요양시설 지급액이 1조 9,844

수발하는 것이 어렵고 그 비용 또한 늘어나 가족과 세대

억원으로 가장 많았다[3].

간 갈등이 심화되는 등의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장기요양기관은 2016년 1만 9,398개소로 2012년 1만

있는 것이 노인장기요양보험 제정의 배경이 되었다. 보

5,056개소에 비해 4,342개소가 늘어나 4년 동안 28.8% 증

건복지부에서는 1999년 ‘노인 장기요양보호 정책기획단’

가했다. 장기요양기관 중 재가기관이 1만 4,211개소로

을 시작으로, 2000년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기초연구

73.3%, 시설기관은 5,187개소로 26.7%를 차지했다. 2012

와 향후 추진계획을 발표하였으며, 2002년에는 국무조정

년 대비 2016년 기준 증감 현황을 살펴보면, 재가기관은

실 노인보건복지종합대책위원회에서 공적 노인요양보장

32.4%, 시설은 19.9% 증가하여 기관 인프라는 크게 향상

제도의 수립을 발표하였고, 2005년 노인요양보험 시범사

된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요양보

업을 거쳐 2007년 노인장기요양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호사는 31만 3,013명으로 전년 대비 6.2% 증가했으며, 의

제정되었으며, 2008년 7월부터 시행하여 고령이나 노인

사는 2015년 1,415명에서 2016년 1,683명으로 18.9% 증가

질환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 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했다[13].

수발급여를 제공하기 시작하였고, 요양보호사 제도를 도

그러나 요양기관과 요양급여비의 양적 성장에 비해

입하여 요양보호사를 육성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질적 서비스 면에서는 개선할 과제가 많은데, 국가 및

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재정을 독립적

지방자치단체의 관리와 감독 부실로 민간에 맡겨진 인

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장기요양보험에는 국가 및 지방

력배치, 회계, 청구 등에서 불법 운영 사례가 발생하였

자치단체의 지원, 본인부담금으로 재가급여서비스는 15%,

다. 결과적으로 장기요양시설 의료서비스의 질이 떨어지

시설급여서비스는 20%가 더해져 운영되고 있다.

고, 요양보호사 처우에도 문제가 발생하며, 재가급여 수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중 고령이거나 치매, 뇌혈관질환

급자들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게 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노인질환이 있어 혼자 일상생활

데, 이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의료서비스와 요양서비스

이 어려운 노인에게 제공되는 장기요양서비스를 받기

의 분리를 전제로 설계된 것과도 관련되어 있다. 요양시

위해서는 수급자로 인정받아야 하는데, 지역별 장기요양

설 입소자나 재가급여 수급자들이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요양의 필요 정도에 따라 등급을

제공받지 못하여 급성기 병원에서 외래진료나 입원치료

부여 받게 된다. 2014년 7월부터 5등급 인정 구분을 사

를 받고 요양시설에 재입소하는 일이 되풀이되고, 급성

용하고 있고, 2016년 7월부터는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

기 병원은 병원대로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대상이 아니

관 제도가 도입되었다.

기 때문에 이들의 장기 입원을 꺼리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2016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
에 따르면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자는 52만명(노인인구

3. 노인 장기요양기관 진료와 촉탁의사 제도

의 7.5%)으로, 2008년 21만명(4.2%), 2014년 39만명(6.1%),

장기요양기관은 크게 시설급여와 재가급여를 제공하

2015년 47만명(7%) 대비 5만여명이 늘어나 11.1%가 증가

는 기관으로 분류된다. 이들 중 의사 또는 촉탁의사가

하였다. 2016년 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자 51만 9,850

배치되어야 하는 곳은 입소자 10인 이상인 노인요양시

명을 등급별로 보면 1등급 4만 917명(7.9%), 2등급 7만

설이고, 9인 이하 시설인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는 배

4,334명(14.3%), 3등급 18만 5,800명(35.7%), 4등급 18만

치의무가 없다. 요양시설은 의사나 간호사 없이 간호조

8,888명(36.3%), 5등급 2만 9,911명(5.7%)이었다[3].

무사만 배치하여 운영할 수도 있고, 노인요양공동생활가

장기요양보험 연간 요양급여비(환자부담금＋공단부담

정은 간호조무사도 없이 운영할 수 있다. 하지만 한 연

금)는 2016년 5조 52억원으로 전년도의 4조 5,226억원에

구에 의하면 요양시설에는 의료필요도가 높은 환자가

비해 10.7% 증가했으며, 이 중 4조 4,177억원을 국민건강

30.3%를 차지하고 있어 악화방지나 적절한 관리가 이루

보험공단이 부담하여 공단부담률은 88.3%로 나타났다.

어지기 어렵다[8,14].

공단부담금 중 재가급여가 2조 1,795억원으로 49.3%, 시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인복지시설은

설급여가 2조 2,382억원으로 50.7%를 차지했다. 재가급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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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일자리지원기

었다. 그러나 요양원 시설의 장이 인맥 등으로 촉탁의를

관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2016년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선정하고 활동수준과 활동비를 임의로 선정하는 등 형

노인요양시설(입소자 10인 이상)은 2012년에 비해 45.2%,

식적인 운영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있어 왔

입소 정원은 26.5% 증가하였고,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다. 보건복지부에서는 2016년 9월 6일부터 촉탁의사 추

(입소자 9인 이하)은 같은 기간 내에 16.4%, 입소 정원은

천 및 지정제, 교육, 활동내용, 활동비 등의 기준을 개선,

19.2% 증가하였다. 노인복지시설 입소는 65세 이상이면

강화하여 새롭게 지도ㆍ감독하고 있다. 요양기관 또는

서 기초생활수급자,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거나 피학

요양원 시설의 장이 촉탁의사를 두는 경우 일정 서식에

대 등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시설보호가 필요하다고

따라 소재지의 지역의사회에 추천을 요청하여 추천받아

인정하는 경우 가능하다.

야 하며 임기는 1년이다. 직역별 협회에서는 촉탁의사의

미국의료감독학회(American Medical Director Association,

장기요양기관 및 입소노인에 대한 이해 증진 및 효과적

AMDA)에서는 2013년 요양기관 거주자에게 흔한 5가지

인 촉탁의사 활동을 위해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이수자

진료지침을 발표하였는데, 1) 진행성 치매환자에게 인공

명부를 관리하고 분기마다 복지부에 통보한다. 의사는

영양보다는 수기영양을 권하고, 2) 장기거주 환자에게는

시설을 방문하여 입소자 1인을 월 2회 이상, 1회 방문

인슐린 슬라이딩스케일을 적용하지 말고, 3) 요로감염

시 50명 이하에 대한 진찰 등을 실시하고 포괄평가기록

증상과 징후가 명확하지 않으면 소변배양을 하지 말고,

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적절한 조치, 간호지시, 투약처방,

4) 명확한 평가 전까지 치매 환자의 정신행동증상에 항

응급상황 등에 대비, 전원의 필요성 등에 대한 적절한

정신약물 처방을 자제하며, 5) 기대수명이 제한된 거주

조치나 지도를 하도록 한다. 촉탁의 1인이 담당하는 입

자에게는 스타틴(statin) 사용을 자제할 것 등이 그것이다

소자는 150명 이하, 한 의료기관이 담당하는 입소자는

[15].

300명 이하로 하여 특정기관에 쏠림이 이루어지지 않도

가정방문 사업의 필요성은 지역 사회 중심 통합 서비
스 체계 구축에 있어서 필요하기 때문인데, 많은 유럽국

록 하였다. 활동비는 촉탁의가 직접 건강보험공단 홈페
이지를 통해 청구하도록 하였다.

가 등이 초고령사회를 대비하여 볼 때 병원 중심의 의료

요양시설에서 촉탁의사의 역할은 AMDA에서의 요양

체계는 의료비만 증가하므로 지역사회 중심 통합서비스

시설 의사의 역할을 근간으로 하여 작성하였다. 우리나

체계로 전환하고 있으며, 일본 역시 2006년부터 의료제

라 촉탁의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올바른 윤리

도 구조개혁을 구상하였고 2012년부터 지역포괄케어시

적 결정과 사전돌봄계획을 하도록 도움을 줌, 2) 행동문

스템을 구축하여 지역완결형 의료체계로 전환하려고 노

제를 평가하고 관리하는데 도움을 줌, 3) 낙상을 평가하

력하고 있는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16,17].

고 관리하는데 도움을 줌, 4) 탈수의 위험과 문제를 평가

가정방문은 미국과 유럽에서의 홈케어 형태로 이루어

하고 관리하는데 도움을 줌, 5) 요실금, 변실금을 평가하

지며, 1차의료 중심의 의료서비스와 요양서비스가 통합

고 관리하는데 도움을 줌, 6) 영양상태와 체중감소를 평

된 통합서비스로 1차의사를 중심으로 방문간호사, 물리

가하고 관리하는데 도움을 줌, 7) 통증의 효과적인 평가

치료사 등에 의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요양보조사,

와 관리에 관여, 8) 피부손상의 예방과 관리에 관여, 9)

돌봄서비스 제공자 등에 의해 사회적 서비스 제공하고

빈혈과 기타 혈액학적 문제들을 평가하고 관리, 10) 섬

있다. 통합서비스는 재가 노인을 대상으로 제공, 병원 입

망을 신속히 발견하여 관리, 11) 노인에게서 약물을 신

원 시 빨리 퇴원시켜 지역사회에서 개원한 1차의사가 주

중하게 사용하며 약물 부작용을 관리, 12) 간호사가 어

치의가 되어 방문간호사를 통해 간단한 의료처치를 하

려워하는 의학적 문제에 대한 자문 등이다[8,14].

며, 요양보호사를 통한 돌봄서비스도 제공하는 형태로,

가정 중심 노인돌봄은 대개 친지나 가족이 담당하는,

불필요한 입원을 줄이고 병상 수를 대폭적으로 줄이는

무보수의 비공식적인 형태로 제공된다. 이는 생산력 저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하와 미래의 사회보험 비용 증가로 이어지며 때로는 가

우리나라는 장기요양보호제도 도입 당시부터 요양시

족 갈등을 일으키기도 한다. 대부분의 노인이 자택에서

설이 의료사각지대가 될 것을 우려하였고, 이를 보완할

지내면서 가정 중심 돌봄(home-based care)을 선호하고,

방법으로 촉탁의 제도와 협약의료기관제도가 운영이 되

기능감소가 심해지면 지역사회 중심 장기요양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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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unity-based long-term care services)를 제공받고 싶어

있다.

한다. 그 시작은 노인 진료 경험이 풍부한 지역의 대학

노인요양병원은 장기의료 핵심역할을 통한 의료 및

병원과 권역 중심 의료기관들이 가정 중심의 돌봄을 고

돌봄의 연속성(continuum of care) 강화가 필수적이다. 연

안하고 점차 지역사회 중심의 의료로 전환될 수 있도록

속적 진료에 있어서 요양병원의 역할이 중요한데, 아직

자리를 내주어야 하며, 요양병원은 이를 정착시키고 실

일부 요양병원이 급성질환 접근 방식에 의존하거나 요

질적인 보건복지통합서비스를 시행하는 중추적인 역할

양 위주에서 벗어나지 못해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을 하기 위해 방문간호센터를 설치하고, 노인의학 전문

떨어진다는 지적들에 대한 개선책으로 보건사회연구원

의가 입원 환자는 물론 퇴원 후 장기요양서비스를 받는

의 선우덕 박사는 다소 모호한 범주의 요양병원을 재활

재가노인들에 대해서도 주치의 또는 단골의사로서의 역

요양병원, 치매요양병원, 호스피스의료요양병원 등으로

할을 수행해, 바람직한 지역사회, 가정 중심의 돌봄이 이

세분하여 발전시키고, 노인요양시설은 장기요양을 위한

루어져야 한다. 서비스 접근상의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

노인전문요양시설로,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경증 치

기 위해 농어촌이나 도서지역과 같이 민간부문에서 요

매 노인을 주로 보는 노인치매요양공동생활가정으로 집

양병원 시설 설치를 하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는 보험수

중 발전시키는 것을 제안하였다.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

가의 가산 등을 통해 민간 설립을 지원하거나 기존의 지

양보험의 통합 적용과 인증, 그리고 시설과 안전, 운영,

역 국공립병원들의 역할을 재설정하는 등의 다각적인

질관리, 노인의료 인력 재평가 등을 통하여 의료서비스

노력이 필요하다.

의 연속성을 통한 질 향상이 시급한 실정이다. 환자나
거주자, 그리고 가족들은 치료가 있는 요양병원 입원에

4. 노인 장기의료 및 요양서비스의 발전 방향

쏠림이 일어날 수 있는데, 이는 본인부담금 상한제가 한

노인 장기의료의 목표 중 하나로 노인들이 원하는 장

몫 하기도 한다. 즉 의료 또는 서비스의 질과 경제성 모

기의료 및 요양의 성취 정도, 삶의 질 향상 정도와 가족

두에서 요양병원 입원이 더욱 유리한 상황에 있다고 볼

들의 사회경제적 부담 경감에 기여 정도를 중요하게 본

수 있다. 요양병원은 간병비를 환자 부담으로 함으로써

다. 대부분의 노인들은 자신이 어떤 질환을 가지고 있는

요양원보다 환자 부담이 늘어나기는 하지만, 간병인을

가 하는 것보다는 그로 인해 얼마나 일상생활에 지장을

의료기관이 직접 채용하는 경우에는 간병비를 환자에게

받는지, 예를 들면 자녀들과 외식이나 여행할 수 있는지,

부담할 수 없으므로 요양시설보다 낮은 비용을 보호자

또는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지 등에 더 관심을 가지

에게 부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요양시설에서는

는 경우가 많다. 보건복지부에서는 2002년 이후 보건소

장기요양보험에 간병비용을 포함시켜 보호자의 부담을

단위의 방문보건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가족 단위의 건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점차 커지고 있다. 어르신 및 간

강관리체계를 운용하고 있으며, 2006년부터는 가정간호

호인력과 요양보호사의 평등한 인권 보호도 필요하다.

사업도 확장하여 입원 환자를 줄이는 성과를 내고 있고,

성희롱 또는 수급자 가족을 위한 사적 업무 강요 등으로

2016년 9월부터 촉탁의사 제도를 시행하여 지도ㆍ감독

간호인력과 요양보호사의 권리가 침해되어 잦은 이직도

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에서는 2013년부터 주요 만성질

문제가 되고 있다. 간호인력과 요양보호사의 적절한 인

환의 초기단계 환자를 적정진료하기 위한 임상진료지침

건비 기준 마련 등의 처우 개선도 필요하다[18-21].

을 정립하여 제공하고 있다. 반면 질병관리의 효과를 높

보건의료의 공공성이 취약한 편인 우리나라에서 시장

일 수 있는 단골의사 또는 주치의제도는 대국민 여론 형

의 논리대로 경쟁을 강조하다 보면 질병 치료 중심의 첨

성의 미흡, 정부의 준비 소홀, 의사단체의 반대 등으로

단 대형병원들만 살아남게 된다. 노인에 대한 진료는 전

인해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단골의사 또는 주

문화된 조직과 인력에 의한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필요

치의제도는 고혈압, 당뇨병, 심장병 등 흔한 만성질환에

로 하는데, 특히 만성질환의 비율이 높아 급성질환을 치

대한 기록 관리, 복약 순응도를 높여 의료비 지출을 적

료하는 경우보다 병원 운영수입 면에서 떨어지는 경우

정선에서 안정시키고 예측을 가능하게 해준다. 촉탁의사

가 대부분이어서 민간과 3차병원에서는 노인 진료 범위

제도보다 더욱 유용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어르신단골

의 확장을 꺼리는 실정이다. 이러한 부분을 국가가 담당

의사제도의 우선적 도입 역시 고려해 볼 수 있는 시점에

하여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데, 보건복지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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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공공보건의료 기능 확대를 위해 2005∼6년 경북대

기반의 새로운 혁명적 변화의 물결이 노인의학뿐만 아

학교병원, 강원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및 충남대학

니라 장기의료 분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교병원에 노인보건의료센터를 건립하고 지방자치단체와

로봇공학, 유전자공학, 생물학, 물리학, 통계학 및 생명

함께 재정과 자원을 지원하여 노인질환 진료와 치료를

공학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의 학문적, 기술적 융합을 통

위한 전담팀을 구성하였고, 보건소→지방의료원 등 국ㆍ

해 만성질환과 노인질환의 진단과 치료, 재활과 예방에

공립병원→노인보건의료센터의 전달체계를 구축하여 환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빅데이터를 이용한 디지털

자 중심의 통합진료 모델을 개발하며, 지역 거점의료기

헬스케어시스템이 개발되어 노인의 건강상태 분석, 개인

관으로서 복합성 노인질환에 대한 진단과 치료 및 재활

맞춤진료와 특히 노인장기진료 및 요양서비스의 연속성

등을 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미비점 보완, 재정 충당,

유지와 평가, 시니어친화병원, 모바일의료, 원격의료 등

확대 시행 등을 위해서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19].

이 본격화될 것이고, 이미 로봇을 이용한 수술, 일상생활

노인 진료를 향상시키기 위한 전략들로는 진료의 질

보조와 재활치료가 이루어지거나 시작되고 있는 바, 향

향상, 노인에게 적절한 형태의 진료 제공, 그리고 새로운

후 노인의료의 발전은 예측하기 힘들 정도로 발전하여

지식을 발전시키기 위한 노인 진료에 대한 연구 등이 있

더욱더 노후 삶의 질을 개선시켜 줄 것으로 기대한다

다. 노인은 흔히 급성, 아급성 및 다발성 만성질환을 동

[22].

시에 가지는 경우와 함께 기능장애로 인한 생활보조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노인 진료의 목표는 물론

결

론

질병치료에 있지만 완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기능을 유
지하고 회복하여 사회생활이나 일상생활을 독립적으로

노인 장기진료와 요양서비스가 제공되는 형태는 매우

할 수 있도록 삶의 질에 중점을 두어 연속적인 진료와

다양하다. 즉 병의원급의 외래와 입원 환자 진료, 아급성

통합적인 관리를 해야 하며, 노인의학 전문가는 이를 총

및 전환 진료, 요양병원 진료, 요양기관 진료, 촉탁의를

괄할 수 있어야 한다. 급성기부터 아급성기, 장기요양기

통한 가정방문 및 지역사회 중심 진료, 재활 진료, 전원

에 이르는 노인 진료와 요양시설, 지역사회와의 연대와

진료 등이 그것인데, 이를 총괄할 수 있는 노인 진료의

가정 복귀에 이르기까지 노인 생활에 필요한 모든 시설

사의 노인 개개인의 건강과 질병 상태에 맞춘 진료의 연

과 인력이 갖추어져 있는 의료복합체형 통합노인의료콤

속성, 통합진료의 중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장기진료와

플렉스가 미래 노인 진료의 한 모델로 성장할 수 있다

요양서비스를 위한 포괄적 평가, 응급 환자에 대한 적절

[13-19].

한 전원 체계, 만성 노인환자 및 거주자의 신체적, 심리

노인 진료가 제공되는 형태는 매우 다양하다. 외래와

적 부담에 대한 치료 계획에 대한 본인 및 가족들과의

입원 환자 진료, 응급 진료, 중환자실 진료를 포함한 급

상의, 적절한 전원 문제, 가정과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성 진료, 아급성 및 전환 진료, 장기요양 진료, 가정 방

결과 중심의 돌봄 평가 등에 대한 관리가 포함된다. 새

문 및 지역사회 중심 진료, 재활 진료 등이 있으며, 무엇

로운 제도 하에 운영되고 있는 촉탁의사는 요양원에서

보다도 양질의 노인 전원 진료 등을 총괄하는 진료의 연

만성질환을 안정화시키고 진행을 가능한 한 지연시키기

속성과 통합진료(integrated care)의 중요성은 재차 강조해

위해 노력해야 한다. 새로운 급성질환과 의인질환의 예

도 지나치지 않는다. 급만성 질환으로 내원 또는 입원하

방을 위해 노력하며, 수급자들에게서 문제가 발생 시 전

는 환자에 대한 중복이환 등에 대한 포괄적 평가, 응급

원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기능적 독립성을 최대한으

환자에 대한 약물, 인지와 기능상태를 알아보기 위한 일

로 회복 또는 유지하여 삶의 질과 행복감이 최대가 될

상적 평가, 집중 치료를 요하는 환자들의 치료 계획에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대한 환자 및 가족들과의 상의, 적절한 전원 문제, 가정

우리나라 국민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노인이 건강하고

과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결과 중심의 돌봄 평가 등에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고령사회에 대

대한 관리가 포함된다.

한 국민적 인식의 보편화뿐만 아니라, 노인 의료와 장기

이른바 4차 산업혁명으로 불리는 5G기술을 포함하는

요양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제도와 정책을 확립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노인 주치의 또는 촉탁의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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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잘 활용하여 만성질환을 가진 노인을 위한 진료의 질
을 향상시켜 삶의 질을 최대화하려는 지역사회와 국가
의 적극적인 지원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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