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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cessful or health aging may not be enough of explaining all perspectives of aging-related consequences in the upcoming
super-aged society. Korea has experienced a rapid decline in the traditional family structure and a soar in nuclear families or
solitude. Korea sustains paradoxically dissociated delivery of health care and welfare despite a decade of policy implementation
of long-term care insurance. On November 20th, 2018, to resolve these challenges,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proclaimed
a comprehensive blueprint, “community-based care program for the elderly”. “Community-based care program for the elderly”
is considered as a shortcut to “Aging in Place”, later life residential sustainability in the same community and a proven better
living outcome compared with institutionalization. As the frontline practitioners of caring older adults, this proclamation needs
more practical details of integrating health care, physical dependence, monetary status, and eventually, placement. Despite different health care system structure and preferences of patients and their caregivers between Korea and United States, current
review aims at assisting Korean practitioners with understanding the all-relevant trajectories of an elderly lung-cancer surviving
man in Ohio, where remains geographic mixture of rural and metropolitan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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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Q 씨의 과거력 및 건강 특성

2018년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하였고, 향후10년 이내 초

Q 씨는 78세 백인 남자로 과거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될 한국은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한

재향군인이지만 불명예 제대로 재향군인부에서 연금과

인구사회 변화를 겪고 있다[1]. 그 중에서 가장 주된 변

의료해택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다. 과거 중고차 판매ㆍ

화는 노령인구에서 기대수명의 증가 추세와 경제개발협

사채업 등 금융관련 일을 하였고, 사회보장연금과 개인

력기구(Organisation of Economic Co-operation Development,

연금 등 고정수입으로 월 $2,500을 받고 있으며, 이혼 후

OECD) 국가들 중 가장 높은 노인빈곤율(2015년 한국

타주에 사는 3명의 자녀들과는 연락하지 않은 지 3년이

45.7%, OECD 평균 12.5%)과 더불어 노인을 돌보는 주

지났다. 미국 오하이오주 농촌 지역(마일 제곱당 인구

체가 가족에서 사회보장제도로 이동된 것이다[2,3]. 2008

100명 이하)인 Holmes 카운티(county)에서 2 에이커되는

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된 지 이미 10년이 지

땅과 2층의 자기 소유 단독주택에 살고 있다. 50 갑년

났지만, 노인 진료를 담당하는 의료현장과 지역사회복지

흡연력이 있으며, 작년부터 금연 중이다. 경도의 만성폐

서비스 간 유기적 연계는 미흡하다. 이에 대한 정부차원

쇄폐질환이 있으며, 급성발작으로 인해 병원을 방문한

정책지원으로 보건복지부 등 정부부처는 2018년 11월 20

적은 최근 2년간 없었다. 매년 인플루엔자 백신과 5년마

일 국무회의에서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목

다 폐렴구균 백신을 접종 받고, 1년에 2-3차례 주치의를

표로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서비스’, 이른바 노인 커뮤니

방문해 흡입기를 처방 받았다. Q 씨는 3개월 전부터 간

티케어 정책을 발표하였다[4].

헐적으로 기침을 해 촬영한 단순흉부방사선사진에서 폐

노년 복지 분야에서 노인 커뮤니티 정책의 세부 목표

우상엽 종괴가 발견됐고, 결국 폐암을 진단받았다. 다행

는 지역사회계속거주(aging in place)이지만, 정부와 임상

히 전신상태가 양호하고 병기가 초기(Ib)여서 근치우상

노인의학회 및 의료계는 아직 이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

엽절제술과 항암치료를 받고, 정기적으로 종양전문의의

지 못하고 있다. 또한 노인의학전문의로서 실용적인 복

진료를 받았다.

지와 보건을 조화롭게 융합하는 모델 개발 및 의료인 교
육이 시급한 상황이다. 노인 커뮤니티케어를 일차의료

신체기능 저하의 시작과 교외
생활보조주거시설로 이주

및 의료 현장에서 적용하는데 큰 걸림돌은 진료 유형별
진료 수가 방안이 정립되지 않은 점이다. 지역사회 거주
노인에게서 미충족 의료 필요를 파악하고 연관 요인을

Q 씨는 이후 암 재발은 없었지만 전신상태가 쇠약해

찾는 선행연구도 부족하다. 기존 노년 복지 분야의 연구

지기 시작했다. 하루에 한 끼만 겨우 음식을 조리해 먹

나 종설은 한정된 주제에 국한되거나 단면적으로 수행

을 수 있고, 집안 청소나 빨래는 일주일에 한 번 하기도

되어 충분한 인과관계를 설명하기 어렵다. 그리고 2017

어려웠다. 주거지역 노인복지부에 식사배달서비스(wheels

년 노인실태조사와 같이 전국을 대표하고 표준화된 노

on meals)와 재가 방문의료를 신청했지만, 일차의료의 등

인 설문조사를 토대로 한 노인 건강 연구는 아직 수행되

의료인력 부족으로 받지 못했다. 일주일에 3일, 하루 4시

지 않았다[5,6]. 이 종설은 환자의 이야기를 서술하는 형

간씩 받던 개인돌봄도움서비스(personal care assistance)도

태로, 노인의 건강, 신체적 독립성, 재정상태와 건강비용,

가정간호업체와 멀리 떨어져 있다는 이유로 3개월 만에

주거 등에서의 변화를 순서대로 나열하여 생동감 있게

중단되었다. 가족 및 지인으로부터 비공식적 도움도 받

기술하였다. 노인 커뮤니티케어 정책이 의료현장에서 인

을 수 없었다. 전형적 농촌 의료소외지역인 Holmes 카운

력과 진료서비스 형태 특성에 비추어 맞춤형 진료 모델

티에는 생활보조주거시설(assisted living facility)이 없어,

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한다.

80세 생일 무렵 의료시설과 인력이 풍부한 Medina 카운

의료전달체계와 환자 의료이용행태가 한국과 미국에서

티에 위치한 시설로 매달 $1,750을 지불하면서 이주하게

크게 다르지만 노인 전문 의료와 교육이 이미 정립된 미

되었다.

국의 증례를 중심으로 한국과 미국의 문헌을 참고하여
서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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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하였다. 현금지불 능력이 없는 Q 씨는 처분 가능한 재

생활보조주거시설에서 지속적
신체기능 저하와 재정결핍

산 $190,000을 역모기지 형태(reverse mortgage)로 생활보
조시설에 위탁하였고, 5년차 무렵에는 Medicaid (주 의료

Q 씨는 새로운 환경인 생활보조시설에서 대체로 만족

급여)가 주 의료비지불원이 되었다[7]. 그러나 Q 씨가

스러웠다. 다만, 시설이용료로 매년 $5,000을 추가로 지

거주하던 생활보조시설에서는 Medicaid를 통한 지불을

출하는 것이 부담스러웠다. 5년 후인 84세 때는 점차 인

받지 않아, 주변 대도시인 Cleveland 중심부(Cuyahoga 카

지기능이나 음식을 씹고 삼키는 기능이 약화되었고, 보

운티)에 위치한 요양원으로 다시 이주하게 되었다.

행이나 균형잡기도 어려워졌고, 적응장애(수면문제)도
생겼으며, 혼자서 목욕ㆍ단장하기ㆍ보행ㆍ침상에서 누웠

의료보호 노인환자를 받는
도심 요양원으로 다시 이주

다 일어나기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없었다. 생활보조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개인돌봄도움서비스에 한
정되었고, 의료기기 구입 등 의료이용은 모두 본인부담

Q 씨는 또 다른 환경인 요양원에서 Medicaid 환자의

(out-of-pocket expenses)이어서 Q 씨는 틀니, 안경, 보청기,

치과 진료 거부라는 커다란 충격을 받았다. 사용하던 틀

전기스쿠터, 보행기 등을 구입하는데 5년간 $40,000을 지

니의 수리가 필요한 상황이었지만, 요양원 주변 치과에

Table 1. Mr. Q’s trajectories of ages, health remarks, physical dependence, monetary and pay sources, and placement status

Categories
Health
remarks

Ages (year-old)
78

79

Diagnosis and curative treatment
of lung cancer stage Ib
(status post lobectomy and
chemotherapy)
Physician
Independent of Difficulties in
dependence activities and
cooking,
instrumental
cleaning,
activities daily
driving,
living
and laundry

Monetary
and pay
sources

Placement

80

81

82

83

84

Bilateral pleural
effusion
developed.
Palliative
Performance
Serial onset of difficulties in bathing, grooming, gait, and
Score was 50.
bed transfer. Reserved independence in toileting and eating.
Hospice care
was elected. In
2 months, he
rested in peace.
†
Asset mortgage of assisted living facility
Net (I*−E ) was below the
Medicare Parts A, B and C
federal poverty level ($12,060).
(I*): $190,000
Pension and Social Security
Medicaid became the main
Extra expenses at assisted living facility
incomes (I*): $2,500/month
†
pay source.
Communication, insurance, utilities (E ): $1750/month
†
Net (I*−E†): $−1,200/month or $−15,000/year
expenses (E ): $1,950/month
†
(base year)
Net (I*−E ): $+550/month
Incremental expenses at assisted living facility
(E†): $5,000/year
Extra (out-of-pocket) health expenses of durable
medical equipment (dentures, glasses, hearing
†
aids, motorized scooter, walker (E ): $40,000
†
Net (I*−E ): $190,000−$15,000−$20,000
(year 2)−$25,000 (year 3)−$30,000 (year 4)
−$35,000 (year 5)−$45,000 (extra health
expenses)=$10,000 (total)
Dwelled in a single-story house
Moved to and stayed in an assisted living
Moved to and stayed in a
in rural area (Holmes county,
facility in suburb area (Medina county, Ohio). Medicaid-accepting nursing home in
Ohio).
metropolitan area (Cuyahoga county,
No support from informal caregiver.
Ohio)

†
*I, incomes; E, expenses.

Declines in cognition, gait and balance;
Dentures repair
Sustained adjustment disorder with sleep
was denied due
disturbance, chewing difficulty, and dysphagia. to Medicaid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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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Medicaid 환자를 받아주지 않았고, 틀니 수리비로

타내었다[10].

필요한 현금 $450은 없었다. 미국 Center for Medicare and
Medicaid Services (한국의 심사평가원ㆍ건강보험공단에
해당) 보고에 의하면, 최근 10여년간 노인환자(Medicare)
구강진료의

주된(75%)

비용은

환자

노인인구 이동 현상에서 갖는 노인
커뮤니티케어 정책 방향

본인부담이고,

Medicaid를 통한 비용지급은 1%에 불과했다[8]. 85세가

인구이동 분석은 한 사회의 지역수준에서 인구구조를

되고 얼마되지 않아 양측에 흉수가 차기 시작했고 호흡

변화시키는 파급효과와 요인분석에 도움이 된다. 노인

곤란이 발생해 24시간 내내 비강(nasal cannula) 산소공급

커뮤니티케어 정책이 지역사회계속거주의 목표를 이루

이 필요했다. 요양원 의사가 검사를 권했지만 더 이상

기 위해, 최근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시행한 노인인구 이

다른 병원으로 이송되는 것과 가는바늘흡인생검 등 진

동현상에 대한 새로운 분석과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

단에 필요한 침습적인 검사를 거부했다. Q 씨는 정신이

[6]. 전체 인구 중 노인인구 이동의 비율은 점차 증가하

명료했지만 요양원 침상에서 절반이상 시간을 보냈고

는데, 노인인구의 증가가 주요 요인이다. Figures 2와 3에

식욕도 저하되면서 3개월간 체중이 10% 이상 감소되었다.

서는 한국 인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2011-2015년 수

Palliative Performance Scale version 2 score 50%에 해당되

도권과 부산ㆍ울산ㆍ경남(부울경) 지역 전체인구별ㆍ노

어 요양원에서 호스피스 서비스가 제공되었다[9]. Q 씨

인별 인구순이동을 나타내었다[6]. 수도권과 부울경 인

는 2개월 후 편안하게 요양원에서 영원히 잠들었다. 78

구이동의 특징은 도심지역으로부터의 새롭게 조성된 신

세에 폐암 진단과 치료 시부터 85세에 요양원에서 임종

도시로 인구가 유입되는, 즉 교외화 현상이었다. 노인인

하기까지 과정을 건강, 신체 독립성, 재정상태와 건강비

구의 이동에서 이동성이 낮고 거리가 길지 않다는 일반

용, 주거 상태에 따라 시계열적으로 Table 1에 나열하였

적 특징이 나타나지만, 전체인구와 노인인구의 이동 지

다. Figure 1에는 Q 씨의 주거지역에 대한 이해를 돕기

역과 방향은 동일했다. 이러한 인구이동 흐름의 경향은

위해, 오하이오주 카운티별 60세 이상 노인인구의 비율

노인인구가 자녀들과 함께 종속적 입장에서 이동하거나

을 2010년 실측된 값과 2020년 예상된 값으로 구분해 나

아니면 노인부부가 독립적으로 이동하든지 간에 젊은

Figure 1. Map of census track with the percentage of age 60+ population in Ohio and Mr. Q’s migration trends (ages of 79 to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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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Capital area population migration: 2011-2015 [6].

Figure 3. Busan metropolitan area population migration: 2011-2015 [6].

사람들과 이동방향이 같다는 것이다. 미국에서 나타나는

뮤니티이다[12]. 80년대 초반부터 미국 은퇴자들에게 유

새로운 특징인 노년 은퇴 커뮤니티 생성(Naturally Occurring

행적으로 나타난 ‘amenity migration’ (은퇴 후 외딴 지역에

Retirement Community, NORC)과는 다른 양상이다[11].

서 자연과 친화적 삶을 위한 이동) 현상이 먼저 생겨났

NORC는 미국 연방정부에서 2006년 제정된 노인법(Older

고, 이후 노령화가 진행되면서 필요한 복지서비스가 자

Americans Act)에 근거해 가구주 40% 이상이 노인인 커

치정부 지원을 받아 지원되는 양상이 나타났다[13].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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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는 다르게 한국의 수도권ㆍ부울경 지역 노인분포는

또한 도시ㆍ농촌 또는 수도권ㆍ비수도권 간 고착화된

새로운 신도시로 고루 분포하는 특징을 나타내므로, 노

건강 및 인구특성의 심각한 불균형이 노인 커뮤니티케어

인 커뮤니티케어 정책이 지속적이고 성공적으로 정착하

정책 시행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전라남도

기 위해서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돌봄서비스 복합타운을

고흥군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의 2017년 기준 사망률

세우기보다는 이미 구성된 민간 지역사회 의료ㆍ복지기

은 8.16배 차이(고흥군, 1,951.8/100,000명; 영통구, 239/

관과 유기적 협력 및 지원이 필수적이다. 앞으로 새로운

100,000명)가 난다[16]. 의료인력의 지역격차도 건강 격

인구이동 분석이 필요하며, 의료급여 노인환자 등 사회

차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2017년 기준 인구 천 명당

경제적 취약계층의 인구이동 분석이 추가로 필요하다.

의사수(전국 평균 2.82명)는 수원시 2.91명, 고흥군 2.13
명으로 의료인력 수급 불균형을 보여주고 있는데, 2006

노인 커뮤니티케어 정책 성공을 위한
노인 진료 의료진의 역할

년 이후 점차적으로 심해지고 있다[16]. 따라서 미충족
된 비수도권, 특히 의료소외지역으로 의료인력이 지속적
으로 공급되도록 노인 커뮤니티케어 정책을 우선 추진

보건복지부는 2018년 11월 노인 커뮤니티케어 정책은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구조적 건강 격차를 줄이기 위

‘어르신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내게 하는 것’이

해서는 중앙ㆍ지방정부ㆍ보험공단ㆍ환자 및 보호자를

라고 발표했지만, 노인 건강 또는 진료를 담당하는 의료

비롯한 노인 커뮤니티케어의 이해당사자들이 의료계가

진의 역할과 이를 뒷바침할 의료법령ㆍ정책 변화에 대

처한 특수한 의료인력 공급체계 특성을 이해해야 한다.

한 언급은 없었다. 예를 들면, 방문의료(왕진)에 대한 명
확한 법적 개념은 물론 건강보험법상 방문의료에 관한
근거가 부족하다. 방문의료진 안전과 의료사고에 관한

사회경제적 취약 노인층을 위한
커뮤니티케어 정책

법적 장치가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에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 의료법 33조 8항 의료인의 복수 의료기관 개

Q 씨의 예에서는 Medicaid 적용을 받기 시작하면서

설을 금지하는 일명 ‘1인 1개소법’은 최근 대법원 판결

자기 부담금을 낼 수 없어 손상된 틀니를 수리 받을 수

(2018도3672)에서도 엄격하게 금지하도록 해석되었다

없는 현상이 발생했다.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노인들이

[14]. Figure 4에서 보듯이 한 명의 노인 환자를 연속적으

적절한 구강 진료 서비스를 받을 수 없어 무치아 및 이

로 다른 의료기관에서 즉, 주간보호센터ㆍ급성기병원ㆍ

로 인한 합병증 증가되는 사회적 기울기 현상이 한국에

요양병원 등에서 연계해서 진료(transitional care)하는 모

서도 패널조사 연구 실증분석을 통해 입증되었다[17].

델은 개발되었지만, 임상의가 마음 놓고 의료기관을 옮

2014년 이후 점진적으로 확대된 노인 임플란트 급여 확

겨가며 진료할 수 있는 법적 보호장치는 부족하다[15].

대 정책 이후에도 취약한 계층에서는 이 서비스 이용에

Figure 4. Flow of transitional
care; home, acute hospital, adult
day care, and post-acute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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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이득을 얻지는 못했다. 최근 발표된 체계적 분석 결

노인환자를 주로 받는 노인공동 주거아파트나 요양원

과, 노인의 지역사회계속거주 여부를 결정하는데 가장

설립과 건물 용도변경 규정을 완화했다[24]. 이로 인해

큰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결정요인(social determinant)은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ㆍ신체장애를 가진 노

경제적 여건으로 보고되었다[18]. Q 씨의 경우 농촌지

인들이 Cleveland 주변에서 도심 한가운데로 몰려들게 되

역(Holmes 카운티) 단독주택에서 근교지역(Medina 카운

었다. 한국에서도 이러한 공동화현상이 수도권(서울 종로

티) 생활보조시설로 이주한 것은 보건시설 접근성을 고

와 중구, 인천 중구; Figure 2)과 부울경지역(부산 영도구;

려한 자신의 선택이었으나, 생을 마감한 도심지역(Cleveland,

Figure 3)에서 뚜렷이 나타난다[6]. 노인 커뮤니티케어

Cuyahoga 카운티) 요양원으로 옮긴 것은 Medicaid를 받

정책에서도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융합해 저소득ㆍ신체

아주는 곳이 그곳 밖에 없었기 때문에 결정한 매우 제한

장애가 있는 노인들을 공동화된 지역의 공동주거아파트

된 선택이었다[19]. 이미 한국의 전체 인구특성을 대표

로 이주시킬 계획이다[4]. 커뮤니티케어의 주체가 되는

하는 복지패널과 서울시 노인 연구에서 의료급여 환자

노인전담의에 대한 자격과 합당한 급여체계가 커뮤니티

가 건강보험 가입자보다 일상생활기능 및 예방적 건강

케어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정착을 위해 시급하다. 미

관리가 잘 안되었다는 실증보고들이 이어진다[20,21].

국의 경우, 저소득ㆍ신체장애를 갖고 도심에 모여사는

한편 미국에서 Medicaid 보험 환자를 받는 요양원은 대

Medicaid 환자들을 돌보는 커뮤니티케어 모델인 Program

도시 중심부에 집중되어 있다[19]. 미국판 고령화패널이

of All-inclusive Care for the Elderly (PACE)가 ‘지역사회계

라 불리는 Health Retirement Study 자료 실증분석 결과,

속거주’라는 목표를 이루는데 견인차 역할을 하는 것이

노후에 재정상태가 악화될 경우 사망률 증가 등 건강과

입증되었다[24]. 그러나 주정부에서 지급하는 임금이 낮

재정상태 사이 연관성이 보고되었다[22]. 미국보다 견고

아 PACE 의료인력의 직업만족도와 근속일수를 저하시

한 사회복지정책을 갖는 영국에서도 고령화패널 자료와

키는 약점을 노출했다[24]. 자구 노력으로 콜로라도 주

유사한 English Longitudinal Study of Ageing 자료 실증분

등은 PACE 운영을 민간에게 맡기기도 한다. 한국의 경

석 결과, 빈곤한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의 치매 발생률이

우 비록 노인 커뮤니티케어가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

부유한 지역의 노인보다 60% 이상 높았다[23]. 빈곤은

더라도 노인전담의를 비롯한 의료인력이 대부분 민간에

개인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지역이나 국가 단위 빈

의존해야 되는 상황이다[25]. 도심 저소득 노인환자들이

곤율은 치매발생률 또는 사망률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지속적으로 진료를 받고, 의료인력 또한 높은 직업만족

특히 한국 노인층에서의 빈곤율은 45.7%로 매우 높은데

도와 근속일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재정적

[3], 이는 앞으로 노인들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

보상이 중요하다.

로 예상된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8년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2017년 한국의 70-74세 고용률은 33.1%로, OECD
국가들 중 월등히 높다(OECD 회원국 평균 15.2%) [1].

노인 커뮤니티케어 정책이
가져올 수 있는 의료환경 변화

또한 노인의 생활비 마련은 61.8%가 ‘본인 및 배우자 부
담’이라는 현실에서 한국의 노년층을 위해 재정ㆍ보건ㆍ

1. 의료인력 시장 변화

복지ㆍ주거에 관한 복합적 정책 개입이 요구된다[1]. 나

노인 커뮤니티케어는 환자가 의사를 찾아가기보다는

이가 들수록 재정상태와 신체기능이 악화되면 주로 도

다학제팀 형태로 의사가 환자를 찾아가는 환자중심

심에 위치하는 요양원으로 옮겨지는 경우가 많아지므로

(patient-centered) 연계진료(care transition) 모델이다[15,19].

점차 정부가 공적자원으로 부담해야 하는 범위와 비용

그러나 2017년 전후로 전공의법(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이 많아진다. 일본과 미국에서는 젊은층이 도심에서 점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26], 근로기준법 개정

차 유출되는 공동화(空洞化) 또는 마을소멸 현상이 도시

이후 최저임금 상승, 고속철도망 증가로 수도권으로의

계획의 주요 문제로 대두되었다[24]. 증례에 나온 미국

의료이용 집중[27] 등 주변 의료환경 변화를 고려한 실

오하이오주 Cleveland도 80년대 미국 대도시 중 첫번째로

질적 진료 모델이 아직 제안되지 못하고 있다. 내과 전

파산을 맞은 행정구역으로, 공동화 현상을 막고 새로운

공의 수련기간 3년으로 줄어들면서 내과계 입원전담의

산업을 유치해 세수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Medicaid

공급이 증가되는 상황[28]에서 요양병원 또는 요양원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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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의사의 자격 요건과 진료의 질 및 효율성에 관한 실증

인 1개소 의료법개정, 의료인력 수급의 불균형 완화, 가

연구가 시급하다.

치기반 의료서비스 적용 등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

2. 의료서비스 급여지불체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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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의 부담을 줄여, 공공의료비의 효율성을 높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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