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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고령화가 속하게 진행되면서 노인건강 리의 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노인 빈곤율과 자살률이 OECD국가 에서 1 이며,치매 등으

로 인해 돌 이 필요한 노인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해마다 늘어나는 노인의

료비 지출과 장기요양 비용에 한 부담을 이기 해서는 실효성 있는 노

인건강 리정책이 요구된다.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이후 장기요양 이  상태인 허약노인 

상 건강 리서비스에 한 심이 커지고 있다.허약노인 상 건강 리

정책은 분 으로 제공되고 있는 보건과 복지서비스가 연계·통합될 때 효

과성이 높아진다.노인인구 비율이 높은 농 지역에서 노인건강 리의 필요

성은 더욱 부각되며,의료취약지역에 거주하는 허약노인의 건강 리를 지원

할 수 있는 정책이 우선 으로 필요하다.

본 연구는 농 노인의 건강수   건강 리실태를 악하고,농  허약

노인에 을 맞춰 이들의 건강증진을 한 보건복지서비스 과제를 제시하

고자 추진되었다.이 연구의 결과가 농 노인의 건강 리실태를 악하고,

건강증진을 한 정책 개발을 하는 데 많은 참고가 될 것으로 기 된다.연

구에 도움을 주신 외부 문가 여러분과 설문조사에 응해주신 재가노인복지

시설,보건진료소,그리고 농 노인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2013.12.

한국농 경제연구원장  최  세  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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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연구의 배경

고령화가 속하게 진행되는 우리나라에서 노인건강 리는 사회 으로 주

목받는 이슈  하나이다.노인의료비 감과 노년기 삶의 질 측면에서 노인

건강 리는 허약한 노인이 의료수요로 환되거나 장기요양 상태로 진입하

는 시기를 최 한 늦추는 노력의 일환인 것이다.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도입된 이후 최근 허약노인 상 건강 리서비스에 한 심이 커

지고 있다.노인건강 련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기 해서는 보건과 복지

역에서 분 으로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의 연계가 요구된다.노인인구 비

율이 높은 농 지역에서 노인건강 리의 필요성은 더욱 부각되며,특히 의

료취약지역에 거주하는 허약노인의 건강 리를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이 우선

으로 필요하다.본 연구는 농 노인의 건강수   건강 리실태를 악

하고,농  허약노인에 을 맞춰 이들의 건강증진을 한 보건복지서비

스 과제를 제시할 목 으로 추진되었다.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문헌조사,기존 통계조사 원자료 분석,설문조사,사례조사,

문가 의견 수렴, 탁연구 등을 통해 농 노인의 건강 리실태를 악하

고,정책과제를 도출하 다.농 노인의 건강 리 황을 악하기 해 

2010년도 지역사회건강조사 원자료 에서 65세 이상 노인 5만 4,254명(동부 

2만 116명,읍·면부 3만 4,138명)을 분석하 다.농  허약노인 건강 리 실

태 악을 해 2013년 8월에 읍·면부 소재 재가노인복지시설과 보건진료소

를 이용하는 만 65세 이상 노인 628명을 면  조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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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 시사

농 노인 건강 리 로그램 개발·운  시 농 노인의 생활에 한 이해를 

토 로 노인의 질병이나 건강수 ,건강 리실태 등과 함께 인구사회학  

특성 등을 충분히 반 해야 한다.농  허약노인  56.1%는 단독가구이며,

81.6%는 기 노령연  수령자이고,이들의 55.7%는 공교육을  받지 못

하 다. 다수가 소득·학력 단독가구인 것이다.

농 노인은 도시노인에 비해 유병률이 낮음에도 불구하고,지각하는 건강 

련 삶의 질은 오히려 더 낮았다.농 노인은 고령에도 소득을 확보하기 

해 건강상 감당하기 벅찬 농사일을 하면서,노화와 질병과정에 따른 건강상

태에 처하기보다 그 로 견디며 지내고 있는 것이다.농작업이나 주거환

경 등으로 인해 염 유병률은 도시노인에 비해 높았다.농  허약노인의 

경우 고령노인에 비해 연소노인의 당뇨병 유병률이 높았으며,시력 하로 

불편을 겪는 노인 비율에 비해 백내장 유병률은 낮았다.

IADL8개 항목 모두를 혼자서 수행 가능한 노인은 45.9%에 그쳤다.남성

노인은 청소·식사 비·빨래 등 집안 활동에 도움이 필요한 노인의 비율이 여

성노인에 비해 높았고,여성노인은 장보기·외출 등 외부 활동에 도움이 필요

한 노인의 비율이 남성노인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하루 세끼 식사를 

규칙 으로 하지 않는 노인이 24.3% 으며,공동 식이나 경로식당을 이용

하는 노인은 19.7%에 그쳤다.농  허약노인은 운동 로그램에 참여하는 것

보다 ‘끼니를 거르지 않고 골고루 당량 먹는 것’이 건강유지에 도움이 된

다고 생각하 다.

농  허약노인의 건강증진정책은 보건복지부와 농림축산식품부가 역할을 

분담해서 일상생활지원 확 ,노인의 특성을 고려한 서비스 개발,보건과 복

지 연계 강화 등을 추진해야 한다.농 지역을 상으로 한 개선 과제로는 

보건진료소의 노인건강 리기능을 강화하고,서비스 근성을 높이기 한 

송 서비스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일상생활과 착된 공동 식  경로식

당·목욕시설 등을 확 해야 한다.보편 인 노인돌 사각지  해소를 한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의 추진과정에서는 농 지역에 특성을 반 한 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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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운 되도록 지역사회의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무엇보다도 농  노인

건강 리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기 해서는 서비스가 집행되는 지역사회 차

원에서 보건복지 연계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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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HealthStatusoftheRuralElderlyandPolicyIssues

Background of Research

  This study is designed to investigate the health status of the rural elderly 
and how they are caring for themselves for health promotion and suggest 

potential solutions for frail elderly people based on the collaboration be-

tween health and welfare services. Health promotion for frail elderly people 

is to slow the pace of them falling into the state of requiring medical needs 

and long-term care services.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the health-re-

lated services for the frail elderly people, the healthcare sector and social 

welfare sector should build a cooperative system. In rural areas where ag-

ing has been more rapid, the importance of health-caring for the elderly is 

being magnified, and services for frail elderly people are urgently 

necessary.

Method of Research

This study conducted the literature review, survey, case study, focus 

group interview, secondary analysis of existing raw data, and researches 

commissioned. In order to identify the health status of the rural elderly, raw 

data from the “Community Health Survey” of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were used for the analysis of 2010. Also, in a 

survey on the health status of rural frail elderly people, a target population 

of 628 persons were surveyed for 3 weeks from August of 2013.    

Research Results and Implications 

  For better policies related with the rural elderly's health status, the health 
sector and social welfare sector need to be linked together with the aim of 

supporting their healthy life. Although the prevalence rate of disease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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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mer was lower than that of the latter, the quality of life perceived by the 

rural elderly was lower than that by the urban elderly. The rural elderly had 

to work for a living, although they felt burdened. Their prevalence rate of 

arthritis was higher due to farm working and the inconvenient housing 

environment. The elderly who could conduct the eight actions of 

IADL(Instrumental Activities of Daily Living) by themselves amounted to 

45.9 percent. The male aged had needs for indoor activities, while the 

female aged had needs for outdoor activities. Furthermore, many elderly 

people thought that not skipping meals and walking or taking moderate 

exercise were more helpful for maintaining health than working out or 

participating in physical activities. Social services for the rural elderly have 

to be designed based on an understanding of their rural life, considering 

their sociological characteristics, their state of disease prevalence and health 

status, etc. 

  To develop health enhancement policy for the rural frail elderly people, 

the Ministry of Health & Welfare and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of Korea need to share the role. And the social service 

delivery system should be developed based on the community in 

collaboration with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 and 

connecting the health sector and social welfare sector is also needed. For 

rural areas, the role of primary health care posts needs to be strengthened 

and repositioned, and transportation service, public meals service, and 

bathing facilities need to be expanded. When administering inhome services 

to eliminate blind spots in elderly care, the local community's efforts to 

reflect local characteristics need to go side by side.

Researchers: Mihyoung Cho, Dae-Shik Park, Yong-Woog Choi

Research Period: 2013. 1 〜 2013. 12

E-mail address: mihyoung@kre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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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제1장

1.연구의 필요성과 목

고령화가 속하게 진행되는 우리나라에서 노인건강 리는 사회 으로 주

목받는 이슈  하나이다.노인의료비 지출과 장기요양 비용에 한 부담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한 노인 빈곤율과 자살률이 OECD국가 에서 1

라는 오명을 안고 있으며,치매 등으로 인해 돌 이 필요한 노인이 증가하

고 있다. 국 읍·면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20%를 넘는 지역이 

2010년 기 으로 81.7%에 이르고 있다(인구주택총조사,2010).심지어 보건

진료소 할 지역의 평균 노인인구비율은 30%1를 넘는다.이러한 사회  지

표들은 농 노인의 건강 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농 노인은 도시노인에 비해 건강상태가 나쁘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더 

높았으며,규칙  운동 실천율도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2012).

김진구(2012)의 연구에 의하면,2005∼2010년 동안 도농 간의 노인 건강격

차는 확 된 것으로 나타났다.농 지역 내에서 소득노인들의 건강 련 

삶의 질이 더욱 열악해진 것은 식생활, 양 리,생활습성 등의 차이를 반

한 결과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았다.따라서 바람직한 생활습 에 

1평균 32.25%,표 편차 15.47%로 체 보건진료소의 52.2% 지역에서 노인인구

비율이 31%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수진 외,2008;김춘미 외,2013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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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교육·홍보와 리가 농 지역에 집 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 다.

노인돌 에 한 사회  요구는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탄생시켰

다.2008년 제도 도입 시 21만 4,480명이 등  인정을 받았으며,2013년 8월

말 기  36만 7,453명이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체 노인인구의 

4.2%수 에서 6.1%로 증가하 지만,보장규모의 확 가 지속 으로 요구되

고 있다.2000년 개호보험을 도입한 일본은 경증장애노인의 격한 증가로 

보험재정의 수지악화를 경험한 이후 경증노인 상의 건강 리 로그램을 

제공하여 최 한 자립생활을 확보하도록 처하 다(김응렬 외,2007;최경

원·이인숙,2008재인용).우리나라도 장기요양의 확 와는 별개로 노인 상 

생활습  개선교육,상담,운동 강습 등의 건강 리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의료수요로의 환이나 장기요양 상태로의 진입을 최 한 늦춰야 한다(신

웅·임지원,2012).

최근 효과 인 노인건강서비스 개발의 필요성이 증가하면서 노인을 건강

수 에 따라 세분화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선우덕 외 2004;오 희 외,

2011;윤종률 외,2012).특히 노인허약(frailty)개념에 주목하면서 허약집단을 

상으로 한 서비스 개발의 필요성이 주장되고 있다. 부분의 노인들은 만

성질환을 가지고 있고,노화과정에 장기요양 상태로 진행되지 않도록 신체

·정신  기능을 최 한 유지·향상시키기 해서는 보건복지 통합 서비스

가 필요하다.

노인건강 련 정책은 ‘노인건강’이라는 통합  에서 보건과 복지의 

연계가 요구됨에도 분야별 서비스가 분 으로 제공되고 있다. 한 보건

소를 심으로 실시되는 부분의 사업은 질환이나 문제별로 진행하면서 사

업 상에 노인이 포함되고,복지시설에서는 다양한 노인 상 사업의 세부

로그램으로 건강 리를 포함하고 있다.따라서 보건과 복지를 아우른 

체 노인건강 련 사업 황을 악하기조차 쉽지 않다.

농 에서도 배후마을 노인은 읍내 치한 복지 에서 운 하는 다양한 

로그램을 이용하기 어렵고,재가노인 상 식사 지원이나 노인돌 서비스 

등을 통한 정서  지원이나 서비스 연계 등에 있어서도 지리  근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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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해 배제되기 쉽다.그리고 복지  등에서 운 하는 경로당활성화사업이나 

보건소·건강보험공단의 건강증진 로그램 역시 일정 규모 이상의 노인들이 

모이는 경로당을 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실제로 10여 명 수 의 노인들

이 이용하는 소규모 마을 경로당은 서비스 신청 요건을 충족시킬 수 없다.

노인 개인의 입장에서 건강은 노년기 삶의 질에서 요한 차원이다.노인

건강 리는 건강한 노인은  상태를 최 한 유지·증진하고,기능  장애를 

가진 노인  장기요양이 필요한 단계 이 의 허약한 노인은 악화 속도를 늦

추기 한 것이다(최은진 외,2007).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노인  활동 제한

이 없는 건강한 노인 55.4%(2008년도 국민건강 양조사 결과)와 장기요양보

험 상 노인을 제외하면,허약한 노인은 40%가량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선우덕 외,2008).

본 연구에서는 농 노인 에서 건강허약집단을 정책 상으로 설정한

다.먼 ,도농 간 비교분석을 통해 농 노인의 건강수   건강 리실태

를 분석한다.다음으로,농 노인  허약노인들의 건강수 은 어떠한지,

건강 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이들이 재의 건강수 을 최 한 유지하

기 해 필요한 서비스는 무엇인지 등을 악한다.이상의 연구 결과를 토

로 농 지역 허약노인의 욕구와 문제에 기반한 보건복지서비스 정책과

제를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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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선행연구 검토

2.1. 노인  건강

노인의 건강 개념은 다른 연령층과는 다른 기 에서 근되어야 한다.단

지 건강과 비건강의 개념이 아니라 일상생활 수행능력,질병유무,삶의 질 

등에 따라 건강,허약,장애노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노화에 따른 노년기의 

건강상태 흐름에 의하면,1)건강상태(healthystate)→ 2)질병이환(pathology)

→ 3)신체손상(impairments)→ 4)기능제한(functionallimitation)→ 5)생활장

애(disability)의 5단계로 구분된다(Verbrugge&Jette,1994).일반 으로 1단계

는 건강노인,5단계는 장애노인,그리고 허약노인은 2,3,4단계에 해당된다.

허약노인은 건강노인이 질병으로부터 시작되어 조직손상의 결과로 발생되

는 장애에 이르기  단계로 볼 수 있다.장애상태에 놓여 있지는 않지만,그

다고 질병이나 노쇠상태가 없는 건강한 노인과는 구분되는 간상태의 노

인집단에 해당된다(선우덕 외,2004;오 희 외,2011).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허약노인을 장기요양보험 상 노인은 아니지만,지속 인 리가 이 지지 

않으면 장기요양상태에 빠지기 쉬운 상태에 처해 있는 노인으로 정의한다.

허약노인을 선정하는 측정항목은 연구자마다 다소 차이가 있지만(Ver-

brugge&Jette,1994;Lawrence&Jette,1996;Femia,etal.,2001;Fried,etal.,

2001),공통 으로 병리상태 지표에는 만성질환(고 압,뇌졸 , 심증,

염,암,백내장,당뇨병,치매 등),손상지표에는 시각과 청각상태,신체부

별 통증,기능제한 지표에는 악력,지구력,균형감각,보행속도,신체  활동

성 등을 사용하고 있다(선우덕 외,2004).허약노인의 규모를 악하는 연구

들에서도 조사 상이나 측정항목에 따라 다양한 결과2를 제시하고 있다(마

승  외,2009;선우덕 외,2008;황환식 외,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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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연구들에 따르면,노인건강수 에 한 측정이 신체  건강에 치

한 경향이 있다.세계보건기구(WHO)3에 의하면,“건강은 단순히 질병 부

재가 아니라 신체 ,정신  그리고 사회  안녕 상태”를 말한다.질병 유무

에 따른 소극  개념에서 벗어나서 건강의 다차원성을 강조하고 있다.신체

 건강은 다시 의료 (medical),기능 (functional),그리고 자기 평가 (self-

evaluative)차원으로 구분된다.의료  차원은 의료 문인의 에서 질병

의 부재를 의미하고,기능  차원은 사회체계 내에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며,자기 평가  차원은 신체  건강에 한 개인의 주  평가

에 해당된다(Liang,1986;김정희,1994;이승미,2002;이미숙,2009;김진구,

2012).정신  건강은 정서  안녕 정도로서 우울증이나 스트 스 등의 부정

 정서뿐만 아니라 행복감,생활만족도,심리  복지감 등과 같은 정  

측면으로 측정하기도 한다.사회  건강은 사회  통합성(integration)으로 사

회  계망에서 참여정도,사회활동 정도로 주로 조작화되었다.

건강의 다차원성을 고려한 국제 으로 표 화된 건강 련 삶의 질 척도

(Health-relatedqualityoflife:HRQOL)로는 유럽에서 개발된 EQ-5D(EuroQol-5

Dimension)가 있다.EQ-5D는 운동능력,자기 리,일상활동,통증/불편,불안/

우울 등 다섯 가지 차원으로 구성되었다.기본 으로 주 인 건강척도이

면서도 신체  건강,기능  건강,정신  건강 등 다양한 건강 차원들을 포

하고 있다.이 척도는 각 문항별로 국가 조건을 고려하여 독자 인 가

수를 산정하여 사용하고 있다.최근 국내에서도 가 치를 산정한 연구들(강

은정 외,2006;남혜성 외,2007)과 척도의 타당도 검증 연구(이상일 외,2011)

들이 수행되어 건강 련 삶의 질 척도로 이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노인장기요양 상 노인은 장애노인,질병이 없고 IADL4에 

2재가노인  약 16~17%(선우덕 외,2008),복지  이용노인  11.7%(마승  

외,2009),21.3%(황환식 외,2010)등으로 조사되었다.하지만,일부 연구(선우

덕 외,2008)에서는 건강노인과 장기요양보험 상자를 제외한 허약노인 규모를 

약 40% 정도로 추정하 다.
3<http://www.who.int/suggestions/faq/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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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이 없는 노인이나 평소에 본인이 매우 건강하다고 인식하는 노인을 건

강노인으로 분류한다.따라서 허약노인은 노인장기요양 상이 아니고,질병

이나 IADL에 어려움이 있는 노인으로 정의한다.

노인의 건강수 은 다차원성을 고려하여 신체  건강은 질병,감각기능(시

각,청각, 작기능),IADL,주  건강수  등으로 측정하고,정신  건강

은 주  스트 스 수 과 우울감으로 측정한다. 한,노인의 건강수 에 

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건강생활습 (식생활,운동,약복용 등),건강생활환

경(주거,자녀·이웃 계 등),보건의료서비스 등이 포함된다.

2.2. 노인 건강 결 요인

노인은 생물학  기능 감퇴로 인한 건강 문제도 있지만,노인 건강은 사회

경제  지 (교육수 ,소득수 ,직업지  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한다는 경

험  연구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강혜원·조 태,2007;김진 ,2007;김혜

련 외,2004;우해 ·윤인진,2001).낮은 교육수 으로 인해 직업지 가 낮은 

일에 종사하게 되고,소득수 이 낮은 사람들일수록 건강상태가 나쁠 수 있

다.건강상태가 나쁜데도 사회경제  치로 인해 의료이용에 제한 인 상

황에 처하게 된다.이러한 양상이 생애 반에 걸쳐 되어 노년기에 이르

러서는 더욱 커진다고 볼 수 있다.노년기 건강은 생애과정 동안 되어온 

자원과 경험의 차이가 극 화된 결과물이라는 일련의 논의들(Houseetal.,

1994;Miech&Shanahan,2000)은 노인을 하나의 동질 인 집단으로 간주하

지 말고,노인 내부 집단 내 다양성을 악할 것을 요구한다(강혜원·조 태,

2007).

4IADL(InstrumentalADL)은 노인들이 생활하는 데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평가하는 도구이다.독립 인 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보다 높은 차

원의 기능으로 식사 비,청소, 화걸기,쇼핑,교통수단 이용,약물복용,돈 

리 등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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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의 BlackReport(1987)와 AchesonReport(1998)에서는 건강을 취약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소득,교육수 ,고용,물질  환경,생활양식 등을 제시하

다(한양 학교 산학 력단·건강증진사업지원단,2009재인용).Dahlgren&

Whitehead(1991)는 건강불평등 해소를 한 정책 수립 시 고려해야 할 요인

을 험요인,건강증진요인,건강보호요인 등으로 구분하 다. 험요인에는 

빈곤,부 한 주거·생활환경,기  이하의 근로여건, 양 불균형 식단,실

업,보건사회서비스 이용 제한,술·담배 소비 등이 포함되며,건강증진요인으

로는 심 있고 흥미로운 일,운동, 방 종 등 일차 방 의료가 해당되

고,사회  계  지지가 보호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보았다.한국의 

건강불평등 지표 구성 연구(한양 학교 산학 력단·건강증진사업지원단,

2009)에서는 건강결정요인을 건강결과(healthoutcome), 재요인,사회구조  

요인 등으로 구분하 다.건강결과는 기 여명과 사망률,건강수 (주  

건강,비만,암 발생률 등)이며, 재요인으로 건강생활습 (식이,흡연,신체

활동),건강생활환경(주거,근로환경 등),보건의료체계(보건의료서비스 등)가 

작동하고,여기에 재정  소득,교육성취  교육비,고용불안정/노동조건/

근로빈곤 등의 사회구조  요인이 향을 미친다고 보았다.세 가지 요인들

이 서로 향을 미치는 역동 인 계인 것이다.사회구조  요인으로 인해 

재 건강결과가 좋지 않게 될 수 있으며, 재요인이 정 으로 작용하면 

나쁜 건강결과가 개선될 수도 있고,건강결과는 사회구조  요인에 부정  

향을 미칠 수도 있는 것이다.

2.3 노인  건강 리실태

2011년도 노인실태조사(정경희 외,2012)결과에 따르면,우리나라 노인의 

건강상태  건강 리행태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자신의 평소 건강상태

에 해 44.4%가 부정 으로 평가하 다.읍·면부 노인이 동부 노인에 비해,

여성이 남성에 비해,그리고 연령이 많을수록,배우자가 없을수록,교육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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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낮을수록, 소득일수록 부정 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88.5%의 

노인이 만성질환을 갖고 있으며,처방약을 3개월 이상 복용하고 있는 노인이 

84.0% 다.질병별 유병률은 고 압(54.8%),당뇨(20.5%), 심증·심근경색증

(11.4%),백내장(10.9%),뇌졸 (7.3%),요실 (5.1%)순이었다.지난 1년간 노

인건강증진  건강교육 로그램에 참여한 노인은 12.6%에 그쳤으며,보건

소·보건지소(59.7%),경로당(20.7%),노인복지 (13.2%)등에서 이용하 다.

건강증진행 에 있어서는 노인의 12.6%가 흡연을 하고,33.8%는 술을 마시

며,권장수 (150분 이상/주)이상의 운동을 하고 있는 노인은 39.1% 으며,

30.6%는 양 리상태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노인의 14.9%는 기

능상의 제한을 경험하고 있으며,시력이 나쁘거나(29.4%),청력이 나쁜 노인

(20.5%)에 비해 씹기 상태가 좋지 않은 노인 비율(54.1%)이 높았다.하지근력

의 수행능력이 없는 노인 비율도 23.9%로 조사되었다.

우리나라 노인들은 노화과정과 질병과정이 잘 구분되지 않고,“병이 있더

라도 견딜 수 없을 만큼 극심하고 지속되는 통증이 없는 상태”라면 건강하다

고 받아들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김 혜,2003).5노인들 사이에서 건강은 질병

의 부재라기보다는 기동성,사회활동 참여능력으로 인식되어 자신들의 건강

상태를 포함한 일상생활에 한 통제감을 건강함으로 인식하는 경향을 볼 수 

있다(한 란·김 희,2004). 한 우리나라 노인들은 운동  신체활동, 연,

5노인들이 구사하는 언어가 내포하는 의미를 이해하는 것은 요하다.노인들 스

스로가 자신의 건강상태에 해 어떻게 인식하고,어떠한 용어나 방식으로 표

하는지 면 한 검토가 필요하다.건강수 에 한 질문에 ‘보통’이라고 답한 응

답자들의 100  만 의 수로 질문했을 때 30 에서 70 까지 수차가 커서 

노인의 ‘보통’이라는 의미를 해석할 때 주의를 요한다.교육수 이 높은 한 노인

은 생활수 이나 건강에 한 평가 이유를 ‘노인들이 건강을 나쁘다고 하면 치

부를 드러내고,  좋다고 하면 무속 인 이유로 나빠질까 두려워 보통이라고 

한다’고 해석하 다(천희란 외,2010).그리고 노인들이 사용하는 ‘잘’이라는 의

미는 정확하고 능숙하게 한다는 의미라기보다는 그동안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

로 내가 처한 상황에 맞게 그리고 내 몸에 맞도록 구성한 ‘내 식 로’,‘내 나름

로’한다는 것과 이 사회 속에서 존경받는 노인으로서의 체면을 유지하기 해 

‘내 식 로’,‘내 나름 로’한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김 혜,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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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등 별도의 건강실천행 보다 일상생활 속에서 규칙 으로 식사하고,무

리하지 않고 몸을 움직이고,사람들과 잘 지내는 것 자체가 건강에 도움이 된

다고 인식하고 있다(김순이,1996;김 혜,2003;한 란·김 희,2004).

2.4. 농 노인  건강 리실태

부분의 농 노인 건강 리 련 연구는 특정 지역을 상(고일선 외,

2005;장인순,2003;최정숙·권성옥·백희 ,2004;정 해,2004)으로 하거나,

도농 간 비교 분석이 주를 이루고 있다.도농 간 비교 분석에서 연구 결과는 

일 되지 않은 경향이 있다.일부 연구에서는 농 노인이 도시노인보다 

반 으로 건강상태가 더 나쁘고,정신건강도 농 노인이 더 나쁜 것으로 보

고되고 있다(이지윤·윤순녕,2005;고일선 외,2005;최은진 외,2007).건강

리에 있어서도 농 노인은 도시 노인에 비해 낮은 수를 보 다(성명숙·송

병선,2004;이지윤·윤순녕,2005;이명숙·임 자,2010).반면 농 노인이 도

시노인에 비해 건강상태가 더 좋다는 연구도 있다(종덕 외,2013).

도농 간 노인의 건강수 에 있어서 상반된 연구 결과는 조사 상  건강

을 측정하는 방법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이다.지각된 건강수 을 측정한 연

구에서는 도시노인이 농 노인보다 건강한 것으로 보고되지만,유병상태나 

정신  건강은 농 노인이 도시노인에 비해 건강한 것으로 나타났다.건강

의 다차원성을 고려한 연구에서는 농 노인이 도시노인에 비해 건강 련 

삶의 질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최은진 외,2007). 한 성별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이고(우해 ·윤인진,2001;이미숙,2009;염지혜,2013),종단연구에

서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선별효과가 발생하여 조사 상의 연령 에 따라 

연구 결과가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해숙·강상경,2009;염지혜,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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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노인건강  스 효과

노인건강 련 서비스 효과성 연구에서는 맞춤형 방문보건 리사업(박지

은 외,2010;박 숙 외,2011),만성질환 노인 상 건강 리 로그램(김정

수,2011),뇌졸  노인 상 주간보호서비스 로그램(박연환·장희경,2010),

노인돌보미서비스(이재완·최은희,2008;정소연·김은정,2009;김윤수·류호 ,

2012),노인 맞춤형 운동처방 서비스(병주,2013)등 사업별 효과성을 검증

하고 있다.그밖에 허약노인을 상으로 한 연구들은 신체활동과 련하여 

체육 분야에서 일부 진행되었다.

노인장기요양등 외 노인이 이용하는 노인돌 종합서비스의 서비스 내용

은 가사지원 비 이 가장 높고,그 다음으로 신변처리와 정서지원,간병지원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장애인이나 산모돌보미 등 이용자에 비해 노인돌

서비스 이용자의 만족도가 높았다(김윤수·류호 ,2012).

2.6. 행연구  본 연구  차별

본 연구는 기존 노인건강 련 연구들과는 연구 상,연구 ,연구 내

용에 있어 다음과 같이 차별화된다.첫째,연구 상을 건강수 에 따라 구

체화하여 허약노인으로 한정하 다.기존 연구에서는 건강수 에 계없이 

일반 노인이나 서비스 이용 노인 등을 주로 상으로 하 다.농 노인 연구

에서도 주로 경로당이나 방문간호 상자 등을 심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하지만,본 연구에서는 건강 리를 통해 재의 건강상태를 유지·개선하여 

장기요양상태로의 진입을 최 한 늦추는 것을 목표로 설정할 수 있는 허약

노인을 상으로 하 다.둘째,연구 에 있어서 노인의 입장에서 보건과 

복지서비스를 동시에 살펴보았다.기존 연구들이 보건과 복지 역별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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룬 반면,본 연구에서는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를 심으로 한 보건서

비스와 노인장기요양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되는 서비스까지 통합 으로 

검토하 다.셋째,최근 허약노인을 상으로 한 로그램 개발이나 효과성 

등에 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지만,농 노인을 상으로 한 근은 찾아

보기 어렵다.따라서 설문조사도구 개발 시 ‘농 ’노인의 생활을 최 한 반

하기 해 식생활,농사일,자녀·이웃 계,주거환경 등 다양한 차원의 문

항을 포함하 다.

3.연구 내용  방법

3.1 연구 내용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은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된다.노인의 건강 리 황 

도농 간 비교 분석,농  허약노인의 건강 리실태 분석,농 노인 건강증진 

련 정책 황  문제 ,그리고 제도 개선 방안 등이다.

제2장에서는 도농 간 비교를 통해서 농 노인의 건강수 과 건강 리행태

를 살펴보고,농 노인의 건강 련 삶의 질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다.제3장에서는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농  허약노인의 건강수 ,건강

리행태,생활환경,건강 련 서비스 이용 황을 분석한다.제4장에서는 

노인 건강증진 련 정책 황과 문제 을 살펴본다.제5장에서는 이상의 연

구 결과를 토 로 농  허약노인의 건강증진을 한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

한다.



서론12

3.2.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문헌조사,기존 통계조사 원자료 분석,설문조사,사례조사,

문가 의견 수렴, 탁연구 등을 통해 농 노인의 건강 리실태와 노인건

강 련 정책  서비스 황을 악하고,정책과제를 도출한다.먼 ,최근 

노인건강 련 연구 동향을 악하기 해 국내외 연구논문을 심으로 문

헌조사를 하고,노인건강증진사업 황을 악하기 해 각종 연구보고서를 

검토하 다.

그리고,농 노인의 건강 리실태 악을 하여 2010년도 지역사회건강

조사 자료를 분석하고,설문조사를 통해 수집한 자료를 분석하 다.지역사

회건강조사는 주거용 주택(아 트,일반주택)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의 모

든 주민을 상으로 보건소별 평균 900명이 조사될 수 있도록 표본가구를 

추출한다.2010년에는 총 22만 9,229명이 조사되었고,이들  65세 이상 노

인 5만 4,254명을 분석 상으로 하 다6.

설문조사는 2013년 8월 3주간에 걸쳐 만 65세 이상 농 지역 노인 879명

을 면 조사하 다.이들 에서 다음의 과정을 거쳐 최종 분석 상으로 허

약노인 628명을 추출하 다.일차 으로 유병상태,IADL,주  건강상태,

노인장기요양등  등에 한 정보가 락된 응답자 85명을 분석에서 제외하

다.다음으로 건강노인 43명과 장애노인 99명을 제외하고,성별과 연령 정

보가 락된 14명을 삭제하 다.건강노인은 질병이 없고,IADL에 장애가 

없고,평소에 본인이 매우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노인이며,장애노인은 장기

요양등  1~3등  정을 받은 노인이다.

665세 이상 노인  지역에 거주하는 이들을 상으로 조사되었기 때문에 시설

서비스 이용 노인들은 분석에서 제외되었다.즉, 체 노인 에서 재가 노인만

을 분석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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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사례지역 조사와 문가 간담회를 통해 농 노인의 건강 리를 

한 정책  서비스 운 의 문제  등을 악하고,모범사례 조사를 통해 개

선 방안을 도출하 다.군 단  지역 조사는 노인인구의 비율이 높은 의성

군을 상으로 농 노인건강 련 서비스 달체계 반7을 악하 다.농

지역 보건복지 연계 사례로 양평군청 행복돌 과를 방문조사하 다. 문

가 간담회는 남해군 민간과 공공부문의 보건복지실무자를 상으로 농 노

인 건강 리의 문제 을 악하고,보건복지 연계를 한 장의 의견을 수

렴하 다. 한 보건진료소장(남양주 율석,당진시 모평)과 농 재가노인복

지센터장(김제시,달성군)을 상으로 한 간담회에서는 보건과 복지부문별 

노인건강 련 부족한 부분과 문제 ,개선방안 등을 수집하고,설문조사 내

용 검토  자료수집과정에 한 조를 득하 다.그밖에 농 노인 건강증

진사업의 성공사례로 강릉시 정동진보건진료소 원격진료시스템,장성군 북

이면 공 목욕장,무안군 사창보건진료소,건강한마을 만들기 우수사례로 남

해군 설천면 정태마을을 방문조사하 다.마지막으로 보건진료소의 역할 제

고 방안 수립을 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김태완 박사)에 탁연구를 수행

하 다.연구 결과의 일부는 요약하여 <부록 3>에 제시하 다.

7의성군청,의성군보건소,실업보건진료소,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센터,

의성군노인복지 ,경로당활성화사업 운  경로당 등을 방문하여 인터뷰 조사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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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농 노인 인구 황

노인인구의 양  증가와 함께 노인인구 구성이 변화하고 있다.첫째,고령

화의 속도는 농 지역이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인구주택총조사 자료

에 의하면,농 지역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2000년 14.7%에서 2010년 

20.6%로 증가하 다. 국 읍·면 가운데 노인인구 비율이 20%를 넘는 지역

이 2000년 54.6%에서 2010년에는 81.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2010년 

기 으로 국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은 13.4%이지만,면 지역은 33.4%에 

이른다<표 2-1>.둘째,노인인구8 에서도 고령노인, 고령노인이 차지하

는 비 이 증가하고 있다.이러한 추세는  가속되어 2050년에는 2010년

에 비해 65세 이상 노인 비율은 3.3배,70세 이상은 5.2배,80세 이상은 10.0

8외국의 노년학계에서는 사회보장 는 건강보험의 자격기 을 근거로 하여 65

∼74세를 연소노인,75∼84세를 고령노인,그리고 85세 이상을 고령노인으로 

구분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다(Atchley,2003;Harrigan & Farmer,2000;

Suzman,2001;권 돈,2012재인용).2010년 평균 수명 80.8세(통계청,2012.2)

인 을 감안하면,국제 인 노인집단 분류기 을 용할 수 있겠지만,이 역시 

임의 인 분류일 수밖에 없으며,사회문화  변화에 맞추어 재조정하여야 할 

것이다.미국의 인구통계청에서와 같이 60 ,70 ,80  등 10년 단 로 집단

을 분류하는 방법 한 노인 집단을 분류하는 기 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Atchley,2003;권 돈,2012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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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가 증가할 것으로 측하 다.<표 2-1>에 의하면,75세 이상 고령노인 비

율이 동부 35.3%,읍부 40.2%,면부 43.6%로 농 지역에서도 면 지역이 높

다.셋째,남성노인(40.5%)에 비해 여성노인(59.5%)의 비율이 높으며,고령노

인일수록 여성노인의 비율은 더욱 증가하여 85세 이상 후기고령노인 가운데 

70%를 넘는다<표 2-2>.넷째,노인 단독가구가 증가하고 있다.농 지역 노

인 단독가구는 2000년 약 28만 가구 던 것이 2010년에는 약 44만 가구로 증

가하 다.2010년 체 노인인구 에서 단독가구 비율은 19.7%이지만,면 

지역은 25.7%로 4분의 1에 해당된다. 한 읍·면부 독거노인의 반 이상은 

75세 이상의 고령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2-3>.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

체
성별 연령 별

남 여 65∼74 75∼84 85+

체 5,424,667 13.4 100.0 40.5 59.5 62.3 31.0 6.8

동부 3,618,287 10.7 66.7 41.2 58.8 64.7 29.0 6.3

읍부 559,656 16.5 10.3 39.3 60.7 59.8 33.0 7.2

면부 1,246,724 33.4 23.0 38.9 61.1 56.2 35.9 7.9

자료:인구총조사(2010).

표 2-1.노인 인구 구성 황

단 :명,%

동 읍 면

65∼74 75∼84 85+ 65∼74 75∼84 85+ 65∼74 75∼84 85+

남 45.4 35.4 25.2 43.1 35.3 26.0 42.6 35.8 27.2

여 54.6 64.6 74.8 56.9 64.7 74.0 57.4 64.2 72.8

자료:인구총조사(2010).

표 2-2.노인인구의 지역 간 성별·연령 별 비율

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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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인구
단독가구 비율

체
연령 별

65∼74 75∼84 85+

체 1,066,365 19.7 100.0 53.7 39.3 7.0

동부 625,639 17.3 63.7 58.3 35.8 5.8

읍부 120,584 21.5 10.7 50.8 41.3 7.8

면부 320,142 25.7 25.6 45.8 45.3 8.8

자료:인구총조사(2010).

표 2-3.노인 단독가구 황

단 :명,%

농 지역에는 노인인구 비율의 격한 증가와 함께 단독가구가 많아지고 

있다. 한 여성노인의 비율이 월등히 많아지고,고령노인의 증가로 연령분

포가 넓어지는 등 노인집단의 특성이 다양해지고 있다.60 와 80  이상은 

부모-자식 세  정도의 연령 차이가 발생한다.연령 별로 신체 ·정신  능

력 감퇴 정도의 차이와 함께 이들이 살아온 시  배경에서 오는 차이를 감

안한 노인집단을 세분화한 정책  근이 요구된다.

2.농 노인의 건강수

지역사회건강조사(2010)자료를 이용하여 도농 간 노인의 인구사회학  

특성을 비교하 다.다음 <표 2-4>에 의하면,농 노인은 도시노인에 비해 

평균 연령9이 많고,학력수 은 낮고,가구원 수가 2명 이하인 단독 혹은 부

부가구의 비율이 높으며,가구 월소득은 더 낮다.농 노인의 43.9%(농림어

업 종사자 36.1%,기타 7.8%등)도시노인의 18.4%로 농 노인이 도시노인에 

9평균 연령은 도시노인은 72.5세(표 편차 6.0세)이고,농 노인은 73.5세(표 편

차 6.2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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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해 일하고 있는 비율은 높지만,소득수 은 더 낮다.그러나 국민기 생활

수 자 비율은 도시노인과 유사하고,과거 수 자 으나 재는 아닌 노인

의 비율이 도시노인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0

동부 읍·면부

체 남 여 체 남 여

체
20,116

(37.1)

8,506

(42.3)

11,610

(57.7)

34,138

(62.9)

13,560

(39.7)

20,578

(60.3)

연령 65∼74세 68.2 72.5 65.0 61.8 65.8 59.2

75∼84세 27.2 24.2 29.4 32.0 29.8 33.5

85세 이상 4.6 3.3 5.6 6.2 4.4 7.3

최종학력 무학,졸미만 30.7 12.1 44.4 50.1 23.6 67.5

졸 31.1 27.0 34.1 32.3 40.6 26.8

졸 13.3 17.8 10.0 8.4 15.8 3.4

고졸 16.0 26.4 8.4 7.0 14.9 1.9

졸 이상 8.8 16.8 3.0 2.2 5.0 0.4

세 유형 단독가구 17.3 7.9 24.2 23.7 8.4 33.8

부부가구 37.9 53.1 26.8 46.5 67.0 33.0

조손가구 4.1 0.3 6.9 2.5 0.3 3.9

기타 40.6 38.7 42.0 27.3 24.2 29.3

국민기

생활

수 여부

재수 자 7.9 5.8 9.5 7.7 5.4 9.3

과거수 자 0.9 0.7 1.0 1.6 1.3 1.7

수 경험없음 91.2 93.5 89.5 90.7 93.3 89.0

가구 30만원이하 10.9 6.9 13.9 23.7 16.5 28.4

월소득 50만원이하 16.0 13.8 17.6 21.4 20.6 22.0

100만원이하 26.8 29.8 24.6 25.5 30.2 22.3

200만원이하 20.9 24.4 18.2 15.5 18.5 13.5

200만원 과 25.5 25.2 25.7 13.9 14.2 13.8

직업 농림어업 3.5 5.5 2.0 36.1 51.6 25.9

주부 34.9 0.3 60.1 23.8 0.3 39.2

무직 46.7 70.1 29.6 32.3 37.8 28.6

기타 14.9 24.0 8.3 7.8 10.2 6.2

표 2-4.도농 간 노인의 인구사회학 특성 비교

단 :명,%

자료:지역사회건강조사(2010).

10이들의 부분은 2010년 사회복지통합 리망 도입이후,부양의무자기 에 의

해 국민기 생활수 자가 되지 못한 노인들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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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 여성노인의 67.5%는 무학이나 등학교 퇴이며,33.8%는 단독가구

이고,가구월소득 30만 원 이하인 노인은 28.4%이지만,국민기 생활수 자

는 9.3%인 것으로 나타났다.이들  32.1%는 농림어업(25.9%)을 포함하여 

일을 하고 있다.농 남성노인은 23.6%가 무학이나 등학교 퇴의 학력수

이며,단독가구는 8.4%이고,가구월소득 30만 원 이하인 노인이 16.5%이

고,국민기 생활수 자는 5.4%인 것으로 나타났다.이들  61.8%는 일을 

하고 있다.이에 비해 도시여성노인은 44.4%가 무학이나 등학교 퇴이며,

24.2%는 단독가구이고,가구월소득 30만 원 이하인 노인이 13.9%이고,국민

기 생활 수 자는 9.5%인 것으로 나타났다.이들  10.3%만이 일을 하고 

있다.도시남성노인은 12.1%가 무학이나 등학교 퇴의 학력수 이며,단

독가구는 7.9%이고,가구월소득 30만 원 이하인 노인이 6.9%이고,국민기

생활수 자는 5.8%인 것으로 나타났다.이들  29.5%만이 일을 하고 있다.

2.1. 주  건강

주 인 건강척도이면서도 신체  건강,기능  건강,정신  건강 등 다

양한 건강차원들을 포 하고 있는 EQ-5D척도를 심으로 농 노인의 건강

련 삶의 질을 분석하 다.EQ-5D는 건강 련 삶의 질 측정도구로서 단순

하면서도 건강의 다차원성을 고려한 유럽의 EuroQoLGroup에 의해 개발된 

후 엄격하게 검증되었다(이 훈 외,2009).EQ-5D는 재의 건강상태를 묻는 

5개의 객 식 문항과 온도계 형태로 주  건강수 (0∼100 )을 표시하는 

1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세부 차원은 운동능력(mobility,M),자기 리

(self-care,S),일상활동(usualactivity,U),통증/불편감(pain/disability,PD),그리고 

불안/우울(anxiety/depression,AD)이며,각 차원별로  문제없음(noproblem,

수  1),약간의 문제 있음(some/moderateproblem,수  2),심각한 문제 있음

(extremeproblem,수  3)의 3단계 에서 선택하도록 되어 있다.

EQ-5D는 세부 차원별로 비교할 수 있는 장 이 있으며,질 가 치를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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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건강상태 수 을 지표(index)로 표 할 수도 있다.EQ-5D지수는 죽음

을 0,완 한 건강상태를 1로 정의할 때 상 인 건강상태를 표 하는 도구 

 하나이다.EQ-VAS는 재 본인의 건강상태를 0∼100 의 범 에서 본인

에게 해당된다고 생각하는 수를 부여한 것이다.EQ-5D지수는 ‘지역사회

건강조사 원시자료 이용지침서(2010,114)’에서 제시하는 정의  SAScode

에 따라 산정하 다.질 가 치 모델 계수는 다음과 같다.11

-EQ-5D지수 =1-(0.05+0.096M2+0.418M3+0.046S2+0.136S3+

0.051U2+0.208U3+0.037PD2+0.151PD3+

0.043AD2+0.158AD3+0.05X*)

*X=다섯 가지 차원  하나라도 3인 경우 1,그 지 않으면 0

-EQ-5D지수 =1(다섯 가지 차원이 모두 1인 경우에 해당됨)

동부 거주 노인과 읍·면부 거주 노인의 주  건강수 을 비교한 결과

<표 2-5>,동부 노인이 읍·면부 거주 노인보다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12건

강 련 삶의 질 척도인 EQ-5D지수에 있어 농 지역 여성노인은 .8049,남

성노인은 .8721이었으며,도시지역 여성노인은 .8129,남성노인은 .8909이었

다.EQ-VAS는 농 지역 여성노인은 61.53 ,남성노인은 67.55 이며,도시

지역 여성노인은 64.34 ,남성노인은 70.45 이었다.평소 본인의 건강상태

11지역사회건강조사에서 제시한 가 치를 부여하여 산정한 결과,0보다 작은 경

우가 707명(1.3%)이었다.다섯 가지 차원 모두 3인 경우(-.171),네 가지 차원이 

3이고,나머지 한 차원은 2인 경우[자기 리(-.081),통증·불편감(-.057),불안·우

울감(-.056),일상활동(-.014)],네 가지 차원이 3이고,나머지 한 차원은 1인 경

우[자기 리(-.035),통증·불편감(-.020),불안·우울감(-.013)]에는 0보다 작은 값

이 산정되었다.
12종일 워 있거나 자기 리가  되지 않은 경우 등은 입소하 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때, 반 으로 통계상에서 잡히는 수치는 체 노인에 비해 

상 으로 양호한 수 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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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정 으로 인식하는 비율은 농 지역 여성노인 13.2%,남성노인 24.8%

이며,도시지역 여성노인 16.1%,남성노인 28.3%이었다.

하지만,도농 간 차이보다는 성별에 의한 차이가 두드러짐을 알 수 있다.

남성노인이 여성노인에 비해 건강 련 삶의 질 지수도 높고,주 인 인식 

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러한 분석 결과로 보면,노인 건강 련 연구

에서 지역과 함께 성별은 요한 변수이므로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여 분석

할 필요가 있다.

EQ-5D지수 EQ-VAS 주
건강수
인지율(%)

평균
표
편차

평균
표
편차

동부 남 8,506명 (42.3%) .8909 .18077 70.45 17.458 28.3

여 11,610명 (57.7%) .8129 .19902 64.34 18.355 16.1

읍·면부 남 13,560명 (39.7%) .8721 .19249 67.55 18.428 24.8

여 20,578명 (60.3%) .8049 .19022 61.53 18.464 13.2

주:주  건강수  인지율은 주  건강수 을 ‘매우 좋음’과 ‘좋음’으로 응답한 비율이다.

자료:지역사회건강조사(2010).

표 2-5.65세 이상 노인의 건강수 도농 간 비교

(N=54,254명)

농 노인의 EQ-5D지수를 성·연령 별로 분석한 결과<표 2-6>, 반 으

로 남성노인이 여성노인에 비해 건강 련 삶의 질이 높고,연령이 증가할수

록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남성노인의 경우 65∼74세 연소노인은  EQ-5D

지수가 평균 .9014이고,표 편차가 .1630인데 비해,85세 이상 고령노인은 

평균 .7654로 낮아지면서 표 편차는 .2491로 증가하 다.연령이 증가할수록 

동일한 연령  집단 내에서 인지하는 건강수 의 편차가 커지는 것이다.운

동능력(M)과 통증/불편(PD) 역에서 남성노인과 여성노인의 차이가 크게 

났다.65∼74세 연소노인 기 으로 비교할 때 걷는 데 지장 없는 비율은 남

성노인 73.4%,여성노인 49.9%이며,통증이나 불편감이 없는 비율은 남성노

인 62.9%,여성노인 38.4%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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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13,560명) 여성(20,578명)

65∼74
(8,928)

75∼84
(4,037)

85+
(594)

65∼74
(12,175)

75∼84
(6,896)

85+
(1,506)

운동

능력

(M)

걷는데지장없음(1) 73.4 52.9 37.9 49.9 32.0 23.4

걷는데다소지장(2) 25.2 43.1 56.2 48.9 64.5 68.0

종일 워있음(3) 1.4 4.0 5.9 1.2 3.5 8.6

자기

리

(S)

지장없음(1) 90.7 78.4 66.3 85.6 71.5 52.7

다소지장(2) 7.8 17.4 26.3 13.3 25.5 37.8

할수없음(3) 1.5 4.3 7.4 1.2 3.1 9.4

일상

활동

(U)

지장없음(1) 77.9 59.7 44.3 60.6 43.0 30.6

다소지장(2) 20.0 34.1 45.1 37.5 52.1 56.4

할수없음(3) 2.1 6.3 10.6 1.9 4.9 13.0

통증

불편

(PD)

없음(1) 62.9 47.3 40.1 38.4 28.1 24.5

다소있음(2) 33.6 45.1 49.7 55.1 61.6 63.8

매우심함(3) 3.5 7.6 10.3 6.4 10.3 11.7

불안

우울

(AD)

없음(1) 87.7 80.7 78.7 76.0 71.8 70.2

다소있음(2) 11.2 17.6 19.3 22.0 25.8 26.7

매우심함(3) 1.1 1.7 2.0 2.0 2.4 3.0

EQ-VAS 평균 69.6 63.9 61.2 63.4 59.2 56.6

(표 편차) (17.65) (19.17) (19.58) (17.87) (18.89) (19.25)

EQ-5D지수 평균 .9014 .8229 .7654 .8359 .7716 .7043

(표 편차) (.1630) (.2251) (.2491) (.1655) (.2022) (.2523)

주 건강 인지율 28.0 18.2 20.1 14.2 11.3 13.6

자료:지역사회건강조사(2010).

표 2-6.농 노인의 성·연령 별 EQ-5D하 차원별 분포

단 :%

하 차원별로 살펴보면,걷거나 일상활동(일,공부,가사일,가족 는 여

가활동 등)에 다소 지장이 있어도 혼자 옷입기나 목욕을 할 수 있는 자기

리 역에는 상 으로 지장이 없음을 알 수 있다.많은 노인들이 통증이나 

불편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불안하거나 우울한 정도는 비교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EQ-VAS값으로 볼 때,남성노인에 비해 여성노인이 건강

수를 낮게 평가하고 있으며,연령이 증가할수록 낮은 수를 매겼다.하지만 

성별로 건강 수를 비교하면 75∼84세 남성노인과 65∼74세 여성노인이 

EQ-VAS나 EQ-5D지수가 유사한 값을 보인다.주  건강 인지율은 6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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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남성노인 28.0%,여성노인 14.2%로 여성노인이 격하게 낮음을 알 수 있

다.하지만 연령 별로는 85세 이상 노인은 75∼84세 노인에 비해 다소 높은 

경향을 보인다.

2.2. 신체  건강

반 으로 여성노인이 남성노인에 비해 유병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7>.여성노인의 14.2%는 질병이 없으며,34.8%는 3개 이상인데 비해 

남성노인의 31.8%는 질병이 없고 14.9%가 3개 이상의 질병을 가지고 있다.

동부 거주노인에 비해 읍·면 노인의 유병률이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간 유병률의 차이는 여성노인에 비해 남성노인이 더 큰 경향을 보이는

데,남성노인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지역 간 차이가 더욱 커져서 65∼74세 남

성노인  질병이 없는 노인은 동부 30.1%,읍·면부 35.9%이지만,85세 이상 

남성노인 에는 동부 20.5%,읍·면부 35.0%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 남성

노인의 경우 당뇨병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감소하고,백내장은 도농 간 차이

가 커진다.당뇨병의 경우 건강악화로 인한 조사 상에서 락되었을 가능

성이 높고,백내장은 노환으로 인한 시력 하와 구분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유병률 감소일 것으로 추정된다.

질병별 유병률에 있어서 남성노인은 고 압(42.5%),백내장(21.7%),당뇨

(17.1%), 염(15.8%)순으로 높고,여성노인은 고 압(51.5%), 염

(47.0%),백내장(31.7%),당뇨(17.5%)순으로 높으며,남성노인에 비해 특히 

염 유병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지역 간 유병률 차이는 염을 제

외한 고 압,당뇨,백내장,심장질환 등에 있어서 동부 노인에 비해 읍·면부 

노인의 유병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농 노인의 염 유병률이 높은 

것은 좌식구조의 주거환경이나 농작업에서 오는 근골격계 질환 등으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노인의 건강 리 황:도농 간 비교 분석24

성
별

연령 지역

질병수 질병 황

없음
1∼
2개

3개
이상

고 압 당뇨 염 백내장
심장
질환*

남

자

65∼74 동 30.1 53.6 16.3 45.4 20.9 11.9 19.6 9.1

읍·면 35.9 51.5 12.6 39.5 16.5 16.0 16.4 6.7

소계 33.5 52.4 14.1 41.9 18.3 14.3 17.7 7.7

75∼84 동 21.2 58.0 20.8 49.6 20.5 16.4 34.7 10.2

읍·면 30.8 54.6 14.5 41.6 12.2 19.8 27.4 6.1

소계 27.6 55.8 16.6 44.3 15.0 18.6 29.8 7.5

85+ 동 20.5 59.0 20.5 49.8 15.2 20.2 40.1 10.1

읍·면 35.0 52.5 12.5 37.2 9.1 22.3 29.7 4.9

소계 30.4 54.6 15.0 41.2 11.0 21.6 33.0 6.6

계 동 27.6 54.9 17.5 46.6 20.6 13.2 23.9 9.4

읍·면 34.3 52.5 13.2 40.0 14.9 17.4 20.2 6.5

소계 31.8 53.4 14.9 42.5 17.1 15.8 21.7 7.6

여

자

65∼74 동 13.5 49.0 37.5 51.7 20.9 44.1 29.4 7.8

읍·면 15.4 52.7 31.9 47.9 16.4 47.7 26.2 5.8

소계 14.7 51.3 34.0 49.4 18.2 46.3 27.4 6.6

75∼84 동 9.5 47.2 43.3 58.4 21.5 49.7 43.4 9.5

읍·면 12.7 51.5 35.8 55.0 16.5 50.2 36.6 5.7

소계 11.7 50.0 38.3 56.1 18.1 50.0 38.9 6.9

85+ 동 19.7 49.9 30.4 51.2 11.2 40.6 38.4 4.5

읍·면 22.6 54.0 23.4 47.6 8.2 38.1 35.9 2.9

소계 21.7 52.8 25.5 48.7 9.1 38.8 36.6 3.4

계 동 12.6 48.5 38.8 53.6 20.5 45.5 34.0 8.1

읍·면 15.0 52.4 32.6 50.3 15.9 47.9 30.4 5.5

소계 14.2 51.0 34.8 51.5 17.5 47.0 31.7 6.5

주:심장질환은 심증 진단 혹은 심근경색증 진단을 받은 노인의 합이다.

자료:지역사회건강조사(2010).

표 2-7.노인 유병상태 비교:질병수

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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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연령 지역

주 스트 스 수
우울감

경험단히
많이 느낌

많이
느끼는 편

조
느끼는 편

거의
느끼지 않음

남

자

65∼74 동 2.0 15.6 47.3 35.1 5.1

읍·면 1.7 14.6 46.0 37.8 4.1

소계 1.8 15.0 46.5 36.7 4.5

75∼84 동 1.9 14.8 41.0 42.4 6.6

읍·면 1.5 15.3 40.7 42.4 4.5

소계 1.7 15.1 40.8 42.4 5.2

85+ 동 4.1 9.6 33.9 52.4 7.4

읍·면 1.4 12.9 34.0 51.8 4.2

소계 2.2 11.8 34.0 52.0 5.2

계 동 2.1 15.2 45.3 37.4 5.5

읍·면 1.6 14.7 43.9 39.8 4.2

소계 1.8 14.9 44.4 38.9 4.7

여

자

65∼74 동 3.6 23.3 46.6 26.5 10.6

읍·면 3.3 22.5 45.5 28.7 7.3

소계 3.4 22.8 45.9 27.9 8.6

75∼84 동 3.3 19.7 41.7 35.4 9.3

읍·면 2.6 18.2 42.1 37.1 7.4

소계 2.8 18.7 42.0 36.5 8.0

85+ 동 2.7 13.8 34.3 49.1 6.5

읍·면 2.0 11.3 36.2 50.5 6.1

소계 2.2 12.1 35.6 50.1 6.2

계 동 3.5 21.7 44.5 30.3 10.0

읍·면 3.0 20.3 43.7 33.1 7.2

소계 3.1 20.8 44.0 32.1 8.2

자료:지역사회건강조사(2010).

표 2-8.정신 건강수 비교

단 :명,%

2.3. 신  건강

여성노인(23.9%)이 남성노인(16.7%)에 비해 평소 일상생활 에 스트 스

를 많이 느끼며,우울감 경험률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최근 1년 동안 연속

으로 2주 이상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슬 거나 망감을 느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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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는 노인이 여성노인의 8.2%,남성노인의 4.7%인 것으로 나타났다.연

령이 증가할수록 스트 스를 많이 느끼는 비율은 낮아지나,우울감 경험률

은 일 성을 보이지 않는다.지역 간 차이는 미미한 수 에서 동부 노인이 

읍·면부 노인에 비해 주  스트 스 수 과 우울감 경험 비율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2-8>.

2.4. 소결

도농 간 노인의 건강수  비교 결과를 요약하면,유병률과 스트 스 수 이

나 우울감은 도시노인이 농 노인에 비해 높음에도 불구하고,건강 련 삶의 

질이나 주  건강 인지율에 있어서는 농 노인이 도시노인에 비해 낮은 것

으로 나타났다.이러한 분석 결과는 노인이 될수록 개인이 지각하는 건강과 

신체 인 건강상태와의 련성이 어지는 경향이 있다는 연구(Robert,1999)

와 일맥상통한다.노인은 건강을 질병의 유무로 인식하지 않고 사회  활동 

정도,사회  계 등을 고려한 개념으로 평가하기도 한다(Ider,Hudson,&

Leventhal,1999).하지만,지각된 건강은 신체 ·정신 ·사회  건강의 복합

인 특성이 반 된 개인의 총체 인 건강상태를 말한다는 에서 요하다

(Benyamini,Leventhal&Leventhal,1999;Rodin&Macavay,1992;Strawbridge

&Wallhagen,1999;차승은·한경혜·이정화,2002재인용).주  건강척도이

지만 다양한 건강차원을 포 하고 있는 EQ-5D분석결과에 주목할 때,농 노

인의 건강 련 삶의 질은 도시노인에 비해 열악하다고 볼 수 있다.

농 노인이 도시노인에 비해 신체 ·정신  건강상태가 양호함에도 불구

하고 주  건강이 낮은 이유를 두 가지 측면에서 추론해 볼 수 있다.먼 ,

농 노인들은 도시노인들에 비해 일을 하고 있는 비율이 월등히 높지만,소

득수 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2-4참고>.농 지역의 특성상 농업 이외

의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고,평생 농사일을 해 온 노인들은 소득을 확보하기 

해 뙤약볕에 앉아서 몇 시간씩 농사일을 해야 한다.농사일을 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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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 노인이 남성 51.6%,여성 25.9%인 것으로 볼 때,건강상 감당하기 벅찬 

힘든 농사일에 참여하면서 스스로 지각하는 건강수 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

다음으로,농 노인의 경우 경제  여유도 없고 보건의료기 의 근성도 

열악한 상태에서 노화와 질병과정에 따르는 다양한 건강상태에 해 처하

기보다는 순응하면서 그 로 견뎌내고 있는 것이다(한 란·김 희,2004).따

라서 질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병원에서 진료를 받지 않아서 의사 진단 유

병률이 낮게 측정될 수 있다. 한 주변 노인들과 비교할 때 도시지역 노인

에 비해 일상생활 속에서 느끼는 상  박탈감이 기 때문에 주  스트

스 역시 더 낮을 수 있다.

3.농 노인의 건강 리행태

3.1. 건강 리행태  조작  

건강 리행태는 흡연,음주,신체활동,식생활,의료이용 등 다섯 가지에 

해 <표 2-9>와 같은 산출방식에 근거하여 1∼4개의 범주로 분류하 다.흡

연은 재 흡연하고 있는 사람 에서 평생 5갑 이상의 담배를 피운 경우로 

정의하고,한 번의 술자리에서 7잔(여자 5잔)이상을 주 2회 이상 마시는 경

우를 고 험음주로 정의하 다.신체활동은 IPAQ(InternationalPhysicalActi-

vityQuestionnaire)(2005)의 ScoringProtocol(ShortForm)에 의해 총 신체활

동량(METs13)을 산출하 다.

13METs는 metabolism의 약칭으로 운동강도를 나타내는 표시법의 하나이다.안정

상태를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산소량이 1단 (3.5㎖/㎏/분),즉,1METs로서 각

종 운동의 산소소비량을 그 배수로 나타낸 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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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걷기 = 3.3×걸은 시간 ×걸은 일수

▪ 등도 신체활동14=4.0× 등도 활동시간 ×활동일수

▪ 격렬한 신체활동15=8.0×격렬한 신체활동시간 ×활동일수 

▪ 총 신체활동량 =걷기 + 등도 신체활동 +격렬한 신체활동

산출방식 범주

흡연
평생 담배 5갑 이상 피운 사람 에서 

재 흡연(‘매일 피움’,‘가끔 피움’)
재 흡연

음주
한 번의 술자리에서 남자7잔/여자 5잔 이

상을 주 2회 이상 마시는 경우
고 험음주

신체

활동

METs로 정의되어지는 에 지 요구량에 

따라 활동유형*별로 MET-minutes의 수 

계산·합산
*활동유형:걷기, 등도신체활동,격렬한 신체

활동

고신체활동군16, 간신체활동군17

신체활동군,신체활동-無

식

생활
식품 안정성(foodsecurity)확보

충분하고 다양한 음식 섭취

충분하지만 다양하지 못한 음식 섭취

경제  어려움으로 섭취 음식 부족

의료

이용

최근 1년 동안 병원진료가 필요하다고 생

각하 으나,가지 못한 경험
필요 의료서비스 미 수진

표 2-9.건강 리행태의 조작 정의

고신체활동군은 주 3일 이상 격렬한 신체활동을 1,500METs이상 한 경우 

혹은 주 7일 이상 걷기, 등도 는 격렬한 신체활동을 3,000METs이상 한 

14 등도 신체활동은 천천히 하는 수 ,복식테니스,배구,배드민턴,탁구,가벼

운 물건 나르기 등의 직업 활동  체육활동을 말한다.
15격렬한 신체활동은 달리기(조깅),등산,빠른 속도로 자 거 타기,빠른 수 ,

축구,농구, 넘기,스쿼시,단식테니스,무거운 물건 나르기 등의 직업 활동 

 체육활동을 말한다.
161일 40분씩 주 5일 달리기를 할 경우(1,600METs)고신체활동군에 속한다.
171일 30분씩 주 7일 걷기를 할 경우(693METs) 간신체활동군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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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이다. 간신체활동군은 주 3일 이상 격렬한 신체활동을 20분/일 이상 

한 경우나 주 5일 이상 등도 신체활동이나 걷기를 30분/일 이상 한 경우 

혹은 주 5일 이상 걷기, 등도 는 격렬한 신체활동을 600METs이상 한 

경우이다. 신체활동군은  운동을 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고신체

활동군이나 간신체활동군에 속하지 않는 경우로 정의하 다.18

식생활은 충분하고 다양한 음식 섭취,충분하지만 다양하지 못한 음식 

섭취,경제  어려움으로 섭취 음식 부족 등 세 가지 범주로 구분하 다.

의료이용은 최근 1년 동안 본인이 병의원(치과 포함)진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 으나,가지 못한 경험으로 측정하 다.

3.2. 도시-농  노인 건강 리행태 

앞에서 조작  정의한 흡연,음주,신체활동,식생활,의료이용 등 5가지 

건강 리행태에 해 도시-농  노인 간 비교 분석을 실시하 다.흡연의 경

우,남성노인 체 흡연율은 27.4%이지만,연령이 증가할수록 29.2%,

23.9%,19.0%등으로 감소한다.여성노인 체 흡연율은 4.0%정도이지만,

연령이 증가할수록 3.1%,5.1%,6.8%등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읍·

면부 남성노인의 흡연율은 29.0%로 동부 남성노인의 24.8%에 비해 다소 

높지만,여성노인의 흡연율은 지역 간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에 있어서는 남성노인의 14.1%가 한 번의 술자리에서 7잔 이상을 주 2

회 이상 마시는 고 험음주군인 것으로 나타났다.5잔 이상 마시는 여성노

인은 1.3%이었다.동부와 읍·면부 간에 일 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의

료 이용은 남성노인의 10.7%,여성노인의 17.4%가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85세 이상 읍·면부 여성

18IPAQ에서는 신체활동군에  운동을 하지 않는 경우도 포함하 으나,본 

연구에서는 이들 집단을 별도로 구분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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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 필요 의료서비스 미 수진 경험률은 21.5%에 이르고 있다<표 2-10>.

성
별

연령 지역
체
인원

재 흡연 고 험음주
필요

의료서비스
미수진 경험

남

성

65∼74 동 6,193 26.6 16.5 9.6

읍·면 8,923 31.0 15.3 9.8

소계 15,116 29.2 15.8 9.7

75∼84 동 2,055 20.4 7.9 10.9

읍·면 4,035 25.7 10.0 12.9

소계 6,090 23.9 9.3 12.2

85+ 동 278 15.5 7.9 16.9

읍·면 593 20.7 7.7 18.0

소계 871 19.0 7.7 17.7

계 동 8,526 24.8 14.7 10.1

읍·면 13,551 29.0 13.7 11.0

소계 22,077 27.4 14.1 10.7

여

성

65∼74 동 7,540 3.3 1.2 16.3

읍·면 12,174 3.0 1.6 16.5

소계 19,714 3.1 1.4 16.4

75∼84 동 3,418 4.5 1.4 18.1

읍·면 6,894 5.4 0.8 19.4

소계 10,312 5.1 1.0 19.0

85+ 동 645 8.1 0.0 16.2

읍·면 1,505 6.3 2.5 21.5

소계 2,150 6.8 1.8 19.9

계 동 11,603 3.9 1.2 16.8

읍·면 20,573 4.1 1.4 17.8

소계 32,176 4.0 1.3 17.4

자료:지역사회건강조사(2010).

표 2-10.노인 건강 리실태 비교:흡연,음주,의료이용

단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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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연령 지역 체

신체활동 유형별

고
신체활동

간
신체활동 신체활동

신체
활동-무

남

성

65∼74 동 6,158 23.0 48.5 17.7 10.8

읍·면 8,899 31.2 37.9 13.6 17.3

소계 15,057 27.8 42.2 15.3 14.7

75∼84 동 2,047 13.7 51.4 16.7 18.2

읍·면 4,028 18.8 38.2 14.5 28.5

소계 6,075 17.1 42.7 15.2 25.0

85+ 동 276 4.7 39.9 18.1 37.3

읍·면 593 8.4 34.2 14.3 43.0

소계 869 7.2 36.0 15.5 41.2

계 동 8,481 20.1 48.9 17.5 13.5

읍·면 13,520 26.5 37.8 13.9 21.8

소계 22,001 24.0 42.1 15.3 18.6

여

성

65∼74 동 7,523 11.5 50.6 23.3 14.7

읍·면 12,127 24.7 37.9 16.9 20.4

소계 19,650 19.6 42.8 19.4 18.2

75∼84 동 3,400 5.0 44.6 21.8 28.6

읍·면 6,857 11.1 36.9 17.7 34.3

소계 10,257 9.1 39.5 19.0 32.4

85+ 동 638 2.8 29.2 17.6 50.5

읍·면 1,495 3.6 30.2 14.0 52.1

소계 2,133 3.4 29.9 15.1 51.6

계 동 11,561 9.1 47.6 22.5 20.8

읍·면 20,479 18.6 37.0 17.0 27.4

소계 32,040 15.2 40.9 19.0 25.0

자료:지역사회건강조사(2010).

표 2-11.노인 건강 리실태 비교:신체활동

단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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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활동에 있어서 남성노인이 여성노인에 비해 간신체활동군 이상에 

속하는 비율이 높다.하지만 성별과 무 하게 읍·면부 노인과 동부 노인은 

다른 양상을 보인다<표 2-11>.성별에 따라서는 남성노인이 여성노인에 비해 

지역 구분에 상 없이 신체활동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읍·면부 노인은 

고신체활동군에 속하는 비율도 상 으로 높고,신체활동을  하지 않

는 노인의 비율도 높다.반면 동부 노인은 간신체활동군에 속하는 비율이 

높고,읍·면부 노인에 비해 고신체활동군에 속하는 비율과 신체활동이  

없는 노인의 비율은 낮다.읍·면지역 노인  고신체활동군이 많은 것은 농

사일로 인한 직업활동이 포함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체
걷는 데
지장이 없다

걷는 데 다소
지장이 있다

종일 워
있어야 한다

동

남성 65∼74 666 49.1 40.2 10.7

75∼84 372 27.7 59.7 12.6

85+ 103 9.7 65.0 25.2

계 1,141 38.6 48.8 12.6

여성 65∼74 1,108 32.1 60.3 7.6

75∼84 972 17.7 69.1 13.2

85+ 321 12.8 68.2 19.0

계 2,401 23.7 64.9 11.4

읍

·

면

남성 65∼74 1,539 54.6 38.9 6.5

75∼84 1,149 30.4 57.0 12.6

85+ 255 23.9 62.7 13.3

계 2,943 42.5 48.0 9.5

여성 65∼74 2,478 35.0 60.1 4.9

75∼84 2,351 21.9 69.5 8.5

85+ 778 14.0 71.2 14.8

계 5,607 26.6 65.6 7.8

자료:지역사회건강조사(2010).

표 2-12.신체활동이 없는 노인의 운동능력 수 (지역·성별)

단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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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활동을  하지 않는 농 노인의 특성을 살펴보기 해 건강수 에 

한 추가 인 분석을 하 다<표 2-12>.남성노인의 경우,걷는 데 지장이 

 없는데,신체활동을  하지 않는 이들이 65∼74세  54.6%,75∼84

세  30.4%,85세 이상  23.9%인 것으로 나타났다.이들이 신체활동을 하

지 않는 이유를 악하여 건강증진 로그램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끌어낼 

필요가 있다.여성노인의 경우,걷는 데 지장이  없는데,신체활동을 

 하지 않는 이들은 65∼74세  35.0%,75∼84세  21.9%,85세 이상  

14.0%인 반면,걷는 데 다소 지장이 있는 이들이 연령 별로 60.1%,69.5%,

71.2%인 것으로 나타났다.남성노인과 달리 여성노인들은 운동능력으로 인

해 신체활동에 제한을 받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체 남성노인의 10.1%,여성노인의 16.3%가 경제  어려움으로 인해 섭

취 음식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도농 간 차이는 보이지 않는다.하지만,

읍·면부 남성노인의 26.5%,여성노인의 18.6%만이 충분하고 다양한 음식을 

섭취하여 동부 남성노인의 37.5%,여성노인의 28.8%에 비해 다양한 음식 섭

취가 되지 않는 노인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충분하고 다양한 음식을 섭취하는 비율은 낮아진다.경제  어려움으로 인

해 섭취 음식이 부족한 노인 비율은 읍·면부 65∼74세 남성노인의 경우 8%

이고,85세 이상 여성노인은 23%에 이른다<표 2-13~2-14>.

식생활의 경우 1인가구가 특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75~84세 1인 가구

의 경우 읍·면부 남성노인의 11.5%,여성노인의 6.6%만이 충분하고 다양한 

음식을 섭취하고 있으며,동부 노인은 읍·면부 노인보다 높아서 남성노인의 

19.4%,여성노인의 12.6%이다.충분하고 다양한 음식을 섭취하고 있는 1인 

가구는 부부가구(남성 18.6%,여성 14.7%)나 다른 가족과 함께 사는 노인(남

성 29.0%,여성 28.5%)에 비해서 반에도 못 미치는 낮은 비율이다.하지만 

남성노인이 여성노인보다 식생활이 양호한 편으로 나타난 것은 추가 인 분

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동부 남성 1인가구는 연령에 따른 차이가 없는 

반면,읍·면부 남성 1인가구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충분하고 다양한 음식

을 섭취하는 비율이 격하게 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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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연령 지역 체

식생활

충분하고
다양한 음식
섭취

충분하지만
다양하지 못한
음식 섭취

경제
어려움으로 섭취
음식 부족

남

자

65∼74 동 6,166 39.3 51.6 9.1

읍·면 8,909 30.0 62.4 7.6

소계 15,075 33.8 58.0 8.2

75∼84 동 2,049 33.0 53.2 13.8

읍·면 4,012 20.2 66.1 13.8

소계 6,061 24.5 61.7 13.8

85+ 동 277 31.0 49.1 19.9

읍·면 590 15.8 66.3 18.0

소계 867 20.6 60.8 18.6

계 동 8,492 37.5 51.9 10.6

읍·면 13,511 26.5 63.7 9.9

소계 22,003 30.7 59.1 10.1

여

자

65∼74 동 7,536 30.8 54.6 14.6

읍·면 12,149 20.3 66.5 13.1

소계 19,685 24.3 62.0 13.7

75∼84 동 3,403 25.0 56.1 18.9

읍·면 6,857 15.5 63.4 21.1

소계 10,260 18.7 61.0 20.3

85+ 동 629 26.1 56.6 17.3

읍·면 1,475 18.4 58.2 23.3

소계 2,104 20.7 57.7 21.5

계 동 11,568 28.8 55.2 16.0

읍·면 20,481 18.6 64.9 16.5

소계 32,049 22.3 61.4 16.3

자료:지역사회건강조사(2010).

표 2-13.노인 건강 리실태 비교:식생활

단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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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부부가구 조손가구 기타 체

동

체
544

(8.3)

2,750

(42.2)

184

(2.8)

3,031

(46.6)

6,509

(100.0)

남

자

65∼74 19.3 40.2 26.3 41.8 39.3

75∼84 19.4 32.4 66.7 37.4 33.0

85+ 18.2 23.4 0.0 40.6 31.0

여

자

65∼74 16.9 35.2 23.7 36.2 30.7

75∼84 12.6 26.5 18.5 33.5 25.0

85+ 6.6 20.8 21.4 31.9 26.1

읍·면

체
767

(10.4)

3,744

(50.8)

127

(1.7)

2,739

(37.1)

7,377

(100.0)

남

자

65∼74 19.8 29.8 41.4 33.5 30.0

75∼84 11.5 18.6 15.4 29.0 20.1

85+ 5.6 11.3 0.0 27.1 15.8

여

자

65∼74 10.3 22.5 16.1 28.6 20.3

75∼84 6.6 14.7 11.0 28.5 15.5

85+ 7.6 15.6 12.8 26.8 18.5

자료:지역사회건강조사(2010).

표 2-14.충분하고 다양한 음식을 섭취하는 노인의 가구유형별 비율(지역·성별)

단 :명,%

4.농 노인 건강수 에 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노인 건강수 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해 계  회귀분석

을 실시하 다.건강수 은 건강 련 삶의 질 척도인 EQ-5D지수로 측정하

고,모형은 3단계로 구분한다.1단계에서 건강수 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

로 성별,나이,가구유형,최종학력,국민기 생활보장 수 여부,질병 등을 

투입하 다(모형Ⅰ).2단계에서는 개인 ·사회경제  요인이나 질병 이외에 

건강 리행태가 건강수 에 향을 미치는지 분석하 다(모형Ⅱ).3단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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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건강수 에 향을 미치는 개인 ·사회경제  요인이나 질병,건강 리

행태 이외에 지역 구분이 유의미한 향을 미치는지 분석하 다(모형Ⅲ).

노인 건강수 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표 2-15>,개인  요

인,사회경제  요인,그리고 만성질환수를 투입한 모형Ⅰ에 비해 건강 리

행태 변수들을 투입한 모형Ⅱ에서는 설명량이 4.6%증가하 다.흡연,신체

활동,식생활,의료서비스 등이 건강 련 삶의 질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지역 구분을 투입한 모형Ⅲ에서 모형Ⅱ에 비해 설명

량이 0.1%이지만 변화량이 통계 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즉,지역

에 따른 노인 건강 련 삶의 질에 차이가 있음을 검증하 다.

노인의 건강 련 삶의 질에 향을 미치는 요인은 성별,연령,학력수 ,

수  여부,만성질환수,흡연,신체활동량,식생활,의료이용,지역 등인 것으

로 나타났다.즉,남성노인에 비해 여성노인이 건강 련 삶의 질이 낮으며,

연령이 증가할수록,최종학력이 낮을수록,국민기 생활수 자일수록,만성

질환이 많을수록 건강 련 삶의 질은 낮아진다.건강증진을 해 연하거

나,신체활동을 많이 할수록 다양하고 충분한 식사를 섭취할수록 의료서비

스가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는 노인일수록 건강 련 삶의 질이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그리고 동부 거주노인에 비해 읍·면부 거주 노인의 건강 련 

삶의 질이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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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련 삶의 질(EQ-5D지수)

모형Ⅰ 모형Ⅱ 모형Ⅲ

B SE B SE B SE

상수 1.230 .013*** 1.224 .013*** 1.227 .013***

개인

요인

성별 -.022 .002*** -.022 .002*** -.023 .002***

나이 -.004 .000*** -.004 .000*** -.004 .000***

가구

유형

1인가구 .006 .003* .004 .003 .006 .003

부부가구 -.004 .002 -.004 .002 -.002 .002

조손가구 -.007 .007 .000 .006 .000 .006

사회

경제

요인

최종

학력

졸 .028 .002*** .022 .002*** .021 .002***

졸 .047 .003*** .039 .003*** .036 .006***

고졸 .058 .003*** .047 .003*** .044 .002***

졸 이상 .080 .004*** .064 .004*** .059 .003***

국민기 생활보장 수

여부
-.053 .004*** -.031 .004*** -.031 .004***

질병 만성질환 수 -.026 .001*** -.026 .001*** -.026 .004***

건강

리

행태

재 흡연 -.011 .002*** -.011 .002***

고 험음주 .005 .003 .005 .003

신체활동량 .000 .000*** .000 .000***

식

생활

충분하지만다양하지

못한음식섭취
-.017 .002*** -.017 .002***

경제 어려움으로

섭취음식부족
-.058 .004*** -.059 .004***

필요의료서비스미이용 -.070 .003*** -.070 .003***

지역 동/읍·면 -.009 .002***

adj.R2 .180 .225 .226

△R2 .046*** .001***

F(p) 408.929(.000) 350.786(.000) 332.910(.000)

***p<.001,**p<.01,*p<.05

*Dummy변수들의 기 값(Reference)은 다음과 같다:성별(남성),가구유형(기타가구),최종

학력(무학),국민기 생활수 여부(과거부터 재까지 수 경험 없는 사람),동/읍·면

(동),식생활(다양하고 충분한 식사 섭취)

표 2-15.노인 건강수 에 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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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보건진료소 이용노인과 재가노인복지서비스 이용노인  

허약노인을 조사 상으로 하 다.보건진료소 할 지역 노인의 부분은 

마을 내 경로당 이외의 보건복지서비스 근성에서 불리하다.그리고 재가

노인복지시설은 비 리 노인복지시설로서 노인장기요양서비스기 들에 비

해 서비스 사각지 (돌 의 욕구는 있으나 장기요양 등 이 없는 노인)에 놓

인 노인들에게도 일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 장기요양서비스 이외

에도 무료로 다양한 재가노인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설문조사 도구와 자료수집방법  과정에 해서는 <부록 1>과 <부록 2>

에 자세하게 제시하 다.

　 강원 경기 경남 경북 남 북 충남 충북 기타* 합계

보건
진료소　

32 33 48 65 66 39 30 39 352

9.1 9.4 13.6 18.5 18.8 11.1 8.5 11.1 100.0

재가노인
복지시설

22 34 38 40 27 64 31 8 12 276

8.0 12.3 13.8 14.5 9.8 23.2 11.2 2.9 4.3 100.0

계
54 67 86 105 93 103 61 47 12 628

8.6 10.7 13.7 16.7 14.8 16.4 9.7 7.5 1.9 100.0

주:* 구,인천,세종시가 해당된다.

표 3-1.조사 상 허약노인의 지역별 분포

단 :명,%

분석 상인 농  허약노인의 거주 지역별 분포는 <표 3-1>과 같다.제주

도를 제외한 8개 도에서 지역별로 50∼100여 명 정도 설문조사에 참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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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보건진료소 이용노인 352명(56.1%),재가노인복지시설 이용노인 276명

(43.9%)등 총 628명이다.

구 분
체 남자 여자

628 100.0 145 23.1 483 76.9

연령

65∼69세 85 13.5 22 15.2 63 13.0

70∼74세 148 23.6 34 23.4 114 23.6

75∼79세 145 23.1 37 25.5 108 22.4

80∼84세 126 20.1 22 15.2 104 21.5

85∼89세 96 15.3 22 15.2 74 15.3

90세 이상 28 4.5 8 5.5 20 4.1

학력

무학 337 55.7 41 29.7 296 63.4

졸 193 31.9 56 40.6 137 29.3

졸 35 5.8 17 12.3 18 3.9

고졸 이상 40 6.3 24 17.4 16 3.4

가구형태

독거 350 56.1 57 39.6 293 61.0

부부동거 164 26.3 72 50.0 92 19.2

결혼자녀와 동거 63 10.1 9 6.3 54 11.3

미혼자녀와 동거 23 3.7 3 2.1 20 4.2

손자녀와 동거 18 2.9 3 2.1 15 3.1

기타 6 1.0 0 0 6 1.3

직업

농림어업 213 35.1 60 43.2 153 32.8

비농림어업 15 2.5 8 5.8 7 1.5

무직 378 62.4 71 51.1 307 65.7

가구

월평균

지출액

30만 원 미만 237 38.3 37 26.2 200 41.9

30∼50만 원 미만 188 30.4 49 34.8 139 29.1

50∼100만 원 미만 117 18.9 31 22.0 86 18.0

100∼200만 원 미만 57 9.2 18 12.8 39 8.2

200만 원 이상 19 3.1 6 4.2 13 2.7

기 노령

연

수령 502 81.6 111 79.3 391 82.3

미수령 113 18.4 29 20.7 84 17.7

국민기

생활수

수 자 178 29.8 34 25.4 144 31.0

과거 수 경험자 51 8.5 9 6.7 42 9.1

수 경험 없음 369 61.7 91 67.9 278 59.9

자료:농 노인 설문조사 결과

표 3-2.농 허약노인의 인구사회학 특성

단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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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  허약노인집단으로 설정한 628명의 일반  특성은 <표 3-2>와 같다.

성별은 남성 23.1%,여성 76.9%이고,연령 별로는 65∼74세 37.1%,75∼84

세 43.2%,85세 이상 19.8% 다.학력수 은 무학이 55.7%로 반 정도이고,

졸 이상은 12.1% 다.농림어업종사자는 35.1%이고,가구 월평균 지출액 

30만 원 미만인 가구는 38.3%이며,가구형태는 단독가구 56.1%,부부가구 

26.3% 다.81.6%는 기 노령연  수 자이고,29.8%가 국민기 생활수 자

다.남성노인의 경우 29.7%가 무학이며,39.6%가 단독가구이고,가구월소

득 30만 원 미만은 26.2%이고,국민기 생활수 자가 25.4%인 것으로 나타

났다.이들  43.2%는 농림어업에 종사하고 있다.이에 비해 여성노인은 

63.4%가 무학이며,61.0%가 단독가구이고,41.9%가 가구월소득이 30만 원 미

만이며,국민기 생활수 자는 31.0%인 것으로 나타났다.이들  32.8%가 

농림어업에 종사하고 있다.

1.건강수

1.1. 신체  건강

1.1.1.유병상태  시·청각상태

농  허약노인의 유병상태는 성별과 연령 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 3-3>.남성 34.5%,여성 40.8%는 3개 이상의 복합질병을 갖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연령이 증가할수록 3개 이상의 질병을 가진 노인 비율이 증가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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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원

질병수 질병 황

1∼
2개

3개
이상

고

압 염
당뇨

백
내

장

심장
질환

만성
호흡기
질환

뇌
졸 치매

남

성

65∼74 56 71.5 28.5 60.7 41.1 39.3 12.5 7.1 8.9 7.1 3.6

75∼84 59 64.4 35.6 64.4 52.5 18.6 11.9 18.6 18.6 16.9 10.2

85+ 30 56.7 43.3 70.0 53.3 13.3 20.0 26.7 10.0 13.3 16.7

계 145 65.5 34.5 64.1 48.3 25.5 13.8 15.9 13.1 12.4 9.0

여

성

65∼74 177 64.4 35.6 67.8 61.6 31.1 11.9 14.7 7.9 7.3 4.0

75∼84 212 57.5 42.5 75.0 64.2 21.7 22.2 17.5 9.4 9.9 8.0

85+ 94 53.2 46.8 80.9 74.5 25.5 19.1 16.0 18.1 7.4 14.9

계 483 59.2 40.8 73.5 65.2 25.9 17.8 16.1 10.6 8.5 7.9

자료:농 노인 설문조사 결과

표 3-3.유병상태
단 :명,%

질병별로는 고 압, 염,백내장은 여성노인이 남성노인에 비해 유병률

이 높고,만성호흡기질환,뇌졸 ,치매 등은 남성노인의 유병률이 높으며,

당뇨와 심장질환은 성별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 이상의 노

인이 고 압과 염을 갖고 있다.치매노인은 연령에 따라 격하게 증가

하여 85세 이상 남성노인의 16.7%,여성노인의 14.9%에 해당한다.고 압이

나 염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유병률이 높지만,당뇨는 74세 미만 연소노

인의 유병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  허약노인 에서 치아,시력이나 청력에 불편함이 없는 노인(틀니,돋

보기,보청기 등 착용한 상태에서)은 남성 34.5%,여성 27.7%인 것으로 나타

났다<표 3-4>.그 에서도 작기능과 시력 하로 불편을 겪는 노인 비율

이 청력 하로 불편을 겪는 노인 비율보다 높았다.시력 하로 불편을 겪는 

노인은 남성의 33.1%,여성의 40.0%이고,청력 하로 불편을 겪는 노인은 남

성의 17.2%,여성의 19.9%이고, 작기능 하로 불편을 겪는 노인은 남성의 

46.2%,여성의 51.8%이다.하지만 연령 별로 차이를 보인다.남성노인의 경

우 85세 이상은 감각기능의 불편을 겪는 노인 비율이 오히려 감소하는 양상

을 보이는 반면,여성노인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불편을 겪는 노인 비율이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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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한다.85세 이상은 남성노인의 33.3%가 불편을 겪지 않은 데 비해 여성노

인은 14.9%에 그친다.이러한 결과는 조사 상 모집단의 감소로 인한 비율의 

증가로 추정된다.즉 남성노인이 여성노인에 비해 평균수명이 짧으며,연령

이 증가할수록 혼자 생활하기가 더 어려워지면 시설에 입소했을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따라서 재가 남성노인은 여성노인에 비해 건강상태가 양호할 

수 있다.

돋보기를 사용하는 노인은 남성의 66.7%,여성의 48.4%이고,보청기 착용 

노인은 남성의 6.9%,여성의 5.3%,틀니 착용 노인은 남성의 57.2%,여성의 

60.6%인 것으로 나타났다.잘 들리지 않아서 불편한 노인 비율에 비해 보청

기를 작용하고 있는 노인은 상 으로 은 편이다.지난 1년 이내 낙상을 

경험한 노인이 남성의 29.7%,여성의 40.5%인 것으로 나타났다.

불편하지
않음

불편한 감각기능별 분포

소계*
잘 보이지
않아서 불편

잘 들리지
않아서 불편

음식 씹는 데
불편

남

성

65∼74 37.5 62.5 32.1 7.1 39.3

75∼84 32.2 67.8 39.0 23.7 50.8

85+ 33.3 66.7 23.3 23.3 50.0

계 34.5 65.5 33.1 17.2 46.2

여

성

65∼74 36.7 63.3 31.6 11.9 41.8

75∼84 25.9 74.1 43.4 20.8 54.2

85+ 14.9 85.1 47.9 33.0 64.9

계 27.7 72.3 40.0 19.9 51.8

주:*소계는 세 가지 감각기능  하나라도 불편한 노인 비율이다.

자료:농 노인 설문조사 결과

표 3-4.치아 시·청각기능

단 :%

1.1.2.기능 장애

본 연구에서는 노인의 기능  건강을 10개의 IADL항목 에서 2개를 제

외한 8개 항목으로 측정하 다.8개 항목 모두를 혼자서 가능한 노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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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9%이었으며,1개 항목 이상에 있어서 부분  도움이 필요한 노인은 

34.4%,1개 항목 이상은 인 도움이 필요하거나 불가능한 경우 19.7%이

었다.다시 말해서 농  허약노인의 반 정도(54.1%)는 일상생활을 하는 데 

타인의 돌 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성별·연령별로 살펴보면,74세 이하 

에서 인 도움이 필요한 비율은 남성노인이 여성노인에 비해 높은 반

면,75세 이상은 여성노인 비율이 오히려 더 높다.85세 이상 노인의 경우,

이들의 10%미만만이 혼자서 8개 항목 모두 혼자서 수행 가능한 것으로 나

타났다.

체
남성 여성

65∼74 75∼84 85세+ 65∼74 75∼84 85세+

혼자서 가능 45.9 48.4 42.2 9.4 53.1 39.3 7.6

1개 항목 이상 부분 도움 34.4 32.7 44.2 23.1 26.2 53.7 20.1

1개 항목 이상 인 도움 19.7 27.6 31.0 41.4 15.8 37.9 46.3

자료:농 노인 설문조사 결과

표 3-5.IADL수행 어려움 정도

단 :%

청소
식사
비

빨래
걸어서
외출

교통
수단
이용외출

장보기
화걸고
받기

약
먹기

혼자서

가능

남 60.0 52.4 64.1 84.8 75.9 74.5 77.9 84.1

여 70.4 72.3 73.7 81.0 68.7 65.2 66.3 79.7

부분

도움*
남 32.4 40.7 25.5 13.8 17.2 20.0 11.7 12.4

여 27.5 25.3 23.2 18.4 24.0 27.7 22.4 17.8

인

도움

남 7.6 6.9 10.3 1.4 5.5(1.4) 2.1(3.4) 9.7(.7) 3.4

여 2.1 2.5 3.1 .6 6.8(.4) 5.2(1.9) 10.1(1.2) 2.5

주: 인 도움에서 앞의 숫자는 교통수단이용외출은 택시나 승용차 이용 시에도 타

인이 도움이 필요한 경우,장보기는 한두 가지 물건을 구입할 때조차 항상 다른 사

람이 동행해야 하는 경우, 화 걸고 받기는 걸지는 못하고 받기만 하는 경우이다.

호 안의 숫자는 타인의 도움이 있어도  불가능한 경우이다.

자료:농 노인 설문조사 결과

표 3-6.기능 건강수

단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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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노인은 청소,식사 비,빨래 등에 도움이 필요한 비율이 여성노인에 

비해 높은 반면,여성노인은 교통수단을 이용한 외출이나 장보기, 화 걸고 

받기 등에 있어서 남성노인에 비해 도움을 필요로 하는 비율이 높았다.IADL

은 일반 으로 기능장애 정도를 측정하기 해 할 수 있는지 ‘능력 여부’를 

질문한다(원장원 외,2002).하지만 평생 가사활동을 해 본 이 없는 남성노

인은 단독가구가 아닌 경우 평소에 하고 있지 않는 청소,식사 비,빨래 등 

가사활동에 해서는 실행 여부와 할 수 없는 능력 여부를 혼돈할 수 있다.

외출 시 택시나 승용차를 이용할 때에도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노인이 남

성의 5.5%,여성의 6.8%인 것으로 나타났다.이들은 교통수단이 지원되지 않

으면,집에서 나갈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장보기에 있어서도 혼자 한두 가

지 물건 구입이 어려운 노인이 남성의 5.5%,여성의 7.1%이다.교통 근성이 

열악한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들에게 생필품을 구입하기 해 혼자 읍내까지 

나가는 게 쉽지 않은 것이다. 한 화를 받기만 하고 걸지 못하는 노인이 

남성의 9.7%,여성의 10.1%에 이르고 있다.휴 폰 보 이 확 되면서 기기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노인들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1.1.3.주  건강

본인 스스로 평가하는 주  건강은 평소의 본인 건강상태,같은 연령  노

인들과 비교할 때와 작년과 비교할 때 건강상태 등 세 가지 항목으로 측정하

다.

　 체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평소

건강

상태

남 145 18.6 35.9 39.3 6.2

여 483 10.1 34.8 45.3 9.7

체 628 12.1 35.0 43.9 8.9

자료:농 노인 설문조사 결과

표 3-7.평소 건강상태에 한 주 평가

단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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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건강상태가 좋다고 생각하는 노인은 여성의 10.1%,남성의 18.6%이고,

나쁘다고 생각하는 노인은 여성의 55.0%,남성의 45.5%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건강에 한 의미나 건강문제에 한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 한 주변 노인들의 건강상태와 비교하여 자신의 건강상태를 평가

하게 된다.동년배와 비교했을 때에는 남성의 31.0%,여성의 22.8%가 더 좋

다고 생각하고,남성의 33.8%,여성의 44.4%는 더 나쁘다고 생각하 다.하

지만,1년 과 비교해서 나빠지지는 않았다고 생각하는 노인은 남성의 

42.4%,여성의 29.8%에 그친 것으로 보아 매년 건강상태가 나빠지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훨씬
좋음

조 더
좋음

거의 비슷
조 더
나쁨

훨씬 나쁨

동년배와

비교

남 6.9 24.1 35.2 25.5 8.3

여 5.4 17.4 32.8 33.8 10.6

체 5.7 19.0 33.3 31.9 10.0

1년 과

비교

남 .0 4.9 37.5 49.3 8.3

여 .2 2.9 26.9 56.3 13.8

체 .2 3.4 29.3 54.6 12.5

자료:농 노인 설문조사 결과

표 3-8.동년배 혹은 1년 과 비교한 건강상태 주 평가

단 :%

1.2. 신  건강

평소 일상생활 에 스트 스를 많이 느끼는 노인은 남성의 24.2%,여성의 

31.0%이며,거의 느끼지 않는 노인은 남성의 24.8%,여성의 22.0%인 것으로 

나타났다.최근 1년 동안 연속 으로 2주 이상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

로 슬 거나 망감을 느낀 이 있다고 응답한 노인이 남성의 19.0%,여성

의 34.3%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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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노인이 남성노인에 비해 우울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가구형태별

로 비교한 결과,부부가구(19.3%),결혼한 자녀가족과 동거가구(25.4%)에 비

해 단독가구(36.5%),결혼하지 않은 자녀와 동거(34.8%)나 조손가구(38.9%)의 

우울감 경험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 스트 스 수
우울감

경험체
단히

많이 느낌
많이

느끼는 편
조

느끼는 편
거의

느끼지 않음

남 145 2.1 22.1 51.0 24.8 19.0

여 481 5.8 25.2 47.0 22.0 34.3

체 626 5.0 24.4 47.9 22.7 30.8

자료:농 노인 설문조사 결과

표 3-9.정신 건강 수

단 :명,%

2.건강 리행태

2.1. 식생

체 노인의 24.3%는 세끼 식사를 규칙 으로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가구(11.0%)에 비해 단독가구(32.8%)의 불규칙성이 높은 것을 알 수 있

다<표 3-10>.

체 노인  42.2%는 식사지원서비스를 받고 있었다.이들  10.6%는 도

시락이나 반찬 배달과 경로식당/공동 식 등 2개 이상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서비스별로는 공동 식(38.9%)과 반찬배달(29.4%)이 가장 많았으며,다

음으로 도시락배달(11.7%),경로식당(9.4%)순이었다<표 3-11>.

재가노인복지시설 이용노인(61.6%)이 보건진료소 이용노인(27.0%)에 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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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지원서비스 이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보건진료소 이용노인은 주

로 경로당이나 마을회 에서 공동 식을 이용(76.2%)하는 반면,재가노인복

지시설 이용노인은 반찬이나 도시락배달서비스(63.2%)를 이용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3-11>.

　 체
가구형태

단독가구 부부가구 기타

매우 규칙 163 26.2 71 20.3 55 33.5 37 33.9

규칙 인 편 309 49.6 164 46.9 91 55.5 54 49.5

불규칙한 편 135 21.7 101 28.8 17 10.4 17 15.6

매우 불규칙 16 2.6 14 4.0 1 .6 1 1.0

합계 623 100.0 350 100 164 100 109 100

자료:농 노인 설문조사 결과

표 3-10.농 노인의 가구형태별 식사습

단 :명,%

체
재가노인복지시설
이용노인

보건진료소
이용노인

도시락 배달 37 12.5 32 16.3 5 5.0

반찬 배달 103 34.7 92 46.9 11 10.9

경로식당 34 11.4 26 13.3 8 7.9

공동 식 123 41.4 46 23.5 77 76.2

합계 297 100.0 196 100.0 101 100.0

주:2개 이상 서비스를 이용하는 노인이 있어서 복응답으로 처리하 다.

자료:농 노인 설문조사 결과

표 3-11.농 노인의 식사지원서비스 이용 황

단 :명,%

평상시 식사는 ‘집에서 밥과 반찬을 비해서’스스로 식사를 해결하는 노

인은 67.6%이며,요양보호사나 가사지원도우미가 있는 노인은 5.6%,일부 식

사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 노인은 20.4%,그리고 식사·도시락배달서비스 등

으로 식사하는 노인이 2.1%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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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매우
규칙

규칙
인 편

불규칙
한 편

매우
불규칙

집에서 직 밥과 반찬을 비한다
424

(67.6)
32.9 53.0 13.0 1.2

요양보호사나 가사지원도우미가 밥과 반

찬을 비한다

35

(5.6)
22.9 57.1 20.0 .0

반찬을 이웃이나 복지 등으로부터 지원

받기도 하고,집에서 직 비하기도 한다

128

(20.4)
14.1 41.4 41.4 3.1

밥은 집에서 비하고,반찬은 이웃이나

복지 등으로부터 지원받는다

27

(4.3)
.0 40.7 44.4 14.8

식사·도시락배달서비스를 통해 밥과 반

찬을 지원받는다

13

(2.1)
.0 15.4 61.5 23.1

자료:농 노인 설문조사 결과

표 3-12.농 노인의 평상시 식사 비방법에 따른 불규칙한 정도

단 :명,%

2.2. 운동

체 노인의 32.2%는 평소에 운동을  못하고,28.1%는 본인의 운동량

이 부족하다고 응답하 다.그 이유는 ‘몸이 불편해서’가 71.2%로 부분을 

차지하 으며,그밖에 ‘(농사)일로 피곤해서’(10.8%)나 ‘시간이 없어서’(4.3%)

가 15.1%에 이르 다.

농 노인은 일과 운동을 구분하기 어려운 특성을 감안하여 육체노동과 운

동을 구분하여 건강에 한 향을 분석한 연구(Barengo,etal.,2006;Hu,et

al.,2007)에 의해 농사일 참여와 본인이 인지하는 운동량의 계를 살펴보았

다.농사일을 하는 노인 에서 일을 부담스럽게 느낄수록 운동량은 어드

는 것으로 나타났다.농사일을 하는 노인의 경우 운동량만으로 신체활동을 

측정하는 것은 오류가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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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상시 운동량

체
충분한
편

보통 부족
못함

627 7.7 32.1 28.1 32.2

농

사

일

미참여 355(57.0) 5.6 26.2 30.1 38.0

참여 268(43.0) 10.5 39.7 25.8 24.0

일의

부담

정도

매우 많이 부담 98(36.7) 6.1 23.5 24.5 45.9

조 부담되는 편 129(48.3) 6.2 52.7 28.7 12.4

부담되지 않는 편 34(12.7) 35.3 35.3 20.6 8.8

부담되지 않음 6(2.2) 33.3 50.0 16.7 0.0

자료:농 노인 설문조사 결과

표 3-13.농 노인의 평상시 운동량

단 :명,%

허약노인 에서도 43.0%는 농사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남성노

인의 52.4%,여성노인의 40.2%에 해당한다.1년  평균 7.0개월(표 편차 

2.2개월)1일 평균 5.1시간(표 편차 2.7시간)정도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노인의 27.2%,여성노인의 40.1%는 농사일이 본인의 건강과 신체여건

에 비해 매우 많이 부담스러우며,남성 55.3%,여성 45.3%는 조  부담되는 

편이라고 응답하 다.즉,농사일을 하고 있는 부분의 노인들은 농사일이 

본인의 건강  신체여건에 부담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남성노인들에 비

해 여성노인들이 느끼는 부담 정도가 더 크다.

2.3. 농 노인이 생각하는 건강증진행

농 노인은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해서 ‘끼니를 거르지 않고,음식을 

당량 골고루 먹고’,‘내 힘에 맞게 일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표 

3-14>.건강을 해 특별한 노력을 하기보다는 일상생활 속에서의 습 이 

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다음으로 ‘될 수 있으면 걷고,나에게 알맞은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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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을 하고’,‘이웃이나 가족들과 잘 지내는 것’이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건강 련 교육이나 로그램에 참여하고,안마기나 

치료기 등 운동기구 사용이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낮았다.

남성노인은 여성노인에 비해 운동과 주·연을 1순 로 생각하는 비율

이 높다.여성노인은 남성노인에 비해 1순 로 식생활에 비 을 크게 두고 

있으며,2순 에서는 이웃이나 가족들과의 계를 남성노인에 비해 요하

게 여겼다.

1순 2순

남 여 체 남 여 체

체 140 462 602 135 446 581

끼니 거르지 않고,음식을 당량/골고루먹는다 42.9 55.4 52.5 29.6 24.4 25.6

내힘에맞게일을한다 22.1 21.9 21.9 17.0 16.1 16.4

될수있으면걷고,나에게알맞은운동을한다 15.0 8.0 9.6 20.7 23.0 23.1

이웃이나가족들과잘지낸다 7.1 9.3 8.8 12.6 20.4 18.6

술,담배를하지않는다 10.0 1.5 3.5 10.4 5.6 6.7

건강 련교육·로그램에 극 으로참여한다 2.1 1.3 1.5 5.2 4.7 4.8

안마기,치료기등운동기구를이용한다 .0 2.2 1.7 3.7 3.6 3.6

기타 .8 .4 .5 .8 2.2 1.2

자료:농 노인 설문조사 결과

표 3-14.농 노인이 생각하는 건강증진 행

단 :명,%

2.4. 약복용

고 압을 앓고 있는 노인의 약 복용률(97.4%)이 가장 높았다.이에 비해 

당뇨병을 앓고 있는 노인의 88.5%,치매노인의 76.0%만이 약을 복용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보건진료소에서 고 압(33.7%)과 염(27.6%)약을 

받는 비율이 높으며,다음으로 요실 (20.0%)이나 만성호흡기질환(11.1%)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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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보건진료소 이용 노인 상 만성질환 리사

업으로 복합질병을 갖고 있지 않은 단순 고 압 환자의 부분은 읍내 병원

까지 이동하지 않고,가까운 보건진료소에서 투약 받는 것으로 보인다.

고 압 염 당뇨
백내장

(녹내장)
심장
질환

만성
호흡기
질환

뇌졸증 암 요실 치매

질병보유자 448 385 162 106 101 70 59 28 66 51

약 복용률 97.3 88.5 87.6 57.0 80.0 73.9 71.2 35.7 37.5 76.0

약

받

는

곳

병·의원 51.5 63.1 76.9 100.0 93.8 87.0 97.5 100.0 76.0 83.8

보건소 8.5 7.4 10.9 1.3 1.9 2.5 4.0 8.1

보건지소 5.5 2.1 4.1 3.8 5.4

보건진료소 34.5 27.4 8.2 1.3 11.1 20.0 2.7

자료:농 노인 설문조사 결과

표 3-15.농 노인의 질병별 약 복용 황

단 :명,%

3.생활환경

3.1. 주거

응답자의 45.3%는 30년 이상 된 주택에서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주택

연한별 비율은 10년 이내 주택 12.7%,10∼20년 이내 18.5%,20년∼30년 이

내 23.4%등이다. 한,7.2%만이 거주하는 데 불편한 은 없다고 응답하

다.주거환경에 있어서 겨울에 춥고(36.0%),화장실이 밖에 있고(17.5%),문턱

이나 계단이 높아서(13.1%),습기 차고 곰팡이가 피어서(11.5%)생활하기에 

불편한 것으로 나타났다.겨울철 난방이 제 로 되지 않고,낙상의 험이 

높은 주택 거주 비율이 낮지 않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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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자  및 이웃 계

주 1회 정도 자녀와 연락하는 노인이 42.2%로 가장 많았으며,1년에 1∼2번

미만 연락하는 노인도 14.8%에 이르 다.자녀의 방문은 명 이나 생일·기념

일 등 1년에 5∼6번 정도가 41.9%로 가장 많았으며,자녀가 거의 찾아오지 않

는 노인도 9.1%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가까운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를 제

외하면,주로 자녀들과 주 1회 정도 안부 연락하고,명 이나 생일에만 방문

하는 것이다.

체
거의 연락
없음

1년에
1〜2번
정도

월 1회
정도

주 1회
정도

거의
매일

자녀와 연락 빈도 593 5.2 9.6 26.1 42.2 16.9

체
거의
찾아오지
않음

명 에만
찾아옴

1년 5〜6번
(명 ,생일,
기념일 등)

월 1회
정도

주 1회
이상

자녀의 방문 빈도 583 9.1 11.0 41.9 24.7 13.4

자료:농 노인 설문조사 결과

표 3-16.자녀와 연락 빈도 방문 빈도

단 :명,%

체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자녀 계 598* 2.8 11.9 29.9 40.0 15.4

이웃 계 623 1.0 3.9 33.9 52.2 9.1

주:*자녀가 없는 경우를 제외한 것이다.

자료:농 노인 설문조사 결과

표 3-17.자녀 이웃과의 계 만족도
단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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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와의 계에 있어서 55.4%는 만족하고,14.7%는 불만족하는 데 비해 

이웃주민과의 계에 있어서는 61.3%가 만족하고,4.9%만이 불만족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자녀보다는 이웃주민과의 계에 한 만족도가 다소 높다고 

볼 수 있다.

4.건강 련 서비스 이용

4.1. 돌 스 이용

장기요양 등 외자가 17.5%이고,82.5%는 등 이 없는 노인들이다.이들 

 돌 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율은 18.0%이다.등 외 A·B자의 서비스 이용

률은 60%정도에 그치고 있으며,등 외 C나 등 이 없는 노인들  일부는 

노인돌 기본서비스나 기타 가정방문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등 외 A·B자가 이용가능한 노인돌 종합서비스 이용 황(24명)을 살펴보

면,월 27시간(52.0%)이나 월 36시간(40.0%)을 이용하고 있다.일부 노인의 

경우 소득수 별 본인부담 19에 따라 이용에 제한을 받고 있을 것으로 보인

다.기타돌 서비스 이용자 56명은 재가노인복지시설 서비스 에서 주 1회,

1일 1∼2시간 정도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 돌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노인 에서 34.1%는 일상생활지원서비

스를 이용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하 다.집안청소  정리정돈을 가장 필요

로 하며,그밖에 식사 비,외출 지원 등에 한 욕구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

19「2013년도 노인돌 서비스 사업안내」에 의하면,소득수 별 본인부담 은 

다음과 같다.

구분 기 생활수 자 차상 계층 차상 과

27시간(9일) 무료 18,000원 36,000원

36시간(12일) 8,280원 24,000원 4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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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원하는 이용횟수는 식사 비는 주 2∼3회,집안청소나 세탁은 주 1회,외

출 지원 월 1∼2회,장보기 월 2∼3회,목욕은 월 1회∼주 1회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체

등 외
등 없음

A B C

628 6.8 6.2 4.5 82.5

서비스 이용률 18.0 62.8 56.4 25.0 10.8

자료:농 노인 설문조사 결과

표 3-18.돌 서비스 이용률

단 :명,%

　
식사
비

집안
청소

세탁
외출
지원

장보기 목욕

이용 의사 있음(154명) 59.1 76.6 46.8 50.6 42.9 46.1

이용

회수

주 3회 이상 11.2 10.3 6.2 1.6 1.6 3.0

주 2∼3회 37.0 27.7 21.9 5.7 5.1 3.2

주 1회 34.6 41.0 39.1 26.0 37.3 35.0

월 2∼3회 8.6 10.5 17.2 34.8 40.7 31.8

월 1회 8.6 10.5 15.6 31.9 15.3 27.0

자료:농 노인 설문조사 결과

표 3-19.서비스 미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의사

단 :명,%

4.2. 건강 리프 그램 참여

최근 1년 동안 건강 리 로그램에 참여한 노인은 50.8%로 반 정도는 

건강증진을 한 노력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구체 인 참여 로그램은 <표 

3-20>과 같다.운동과 당뇨·고 압·뇌졸 · 염·골다공증·요통 등의 만성

질환 리 로그램 참여가 각각 26.7%로 가장 많았으며,다음으로 치매·우울·

자살 방·스트 스 리 등의 정신보건 로그램(19.2%)이 많았다.그밖에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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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양과 식생활 개선(8.7%),구강보건(6.9%)등도 일부 참여한 것으로 나타

났다.가장 만족하는 로그램은 운동(42.7%)이었으나,만족도는 운동에 비

해 만성질환 리와 정신보건 로그램 참여 노인이 약간 높았다.만족도 

수는 4 (만족한다)이상의 비교  높은 수를 보 다.

로그램장소는 운동과 만성질환 리는 경로당과 보건진료소가 많았고,

정신보건 로그램은 보건진료소와 복지기 에서 주로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

다.노인의 건강수 에 따라 참여한 건강증진 로그램에 차이는 발견하지 

못하 다.

체

(628명)
연 주 운동

비만/
양과
식생활
개선

만성
질환
리

정신
보건

구강
보건

사고
방지/
농부증

참여 50.8 4.5 3.9 26.7 8.7 26.7 19.2 6.9 3.1

만족하는 로그램 1.9 .5 42.7 1.5 27.2 16.5 1.0 -

만족도(5 )
4.14

(.814)

4.40

(.596)

4.33

(.777)

자료:농 노인 설문조사 결과

표 3-20.농 노인 건강 리 로그램 참여 황

단 :명,%

한 최근 2년 동안 건강검진을 받은 노인은 85.3%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사회건강조사(2010)에서 읍·면지역 노인의 검진율 71.3%에 비하면 다소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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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노인 건강증진 련 정책 황

노인 건강 련 정책은 보건·의료,복지,여가 등 노인을 상으로 한 정책

의 부분이 해당된다.하지만,본 연구에서는 농  허약노인에 을 맞춰 

노인돌 서비스와 질병 방  건강생활 실천서비스로 연구범 를 한정한

다.지원 상이 노인으로 한정되지 않는 건강보험이나 의료서비스 등과 건

강노인 상의 노인 여가활동 등은 제외한다.

1.1. 노인돌 스

노인돌 서비스는 노인의 건강수 20에 따라서 노인장기요양,노인돌 종

20참고로 노인장기요양등 별 건강수 은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1등 은 와상 

는 증 치매로 모든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하다.2등 은 와상 는 치

매로 세수,양치,화장실 사용 등 일상생활 부분에서 도움이 필요한 상태이

다.3등 은 거동불편 는 치매 등으로 옷입기,세수 등 부분 으로 도움이 

필요하다.등  외 A는 실내이동은 지팡이를 이용해서 자립 가능하지만,목

욕·화장실 이용하기 등 어려운 항목에서 약간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된

다.등  외 B는 실내이동은 자립 가능하지만,일상생활은 목욕하기 등에서 

약간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부분은 혼자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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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서비스,노인돌 기본서비스로 구분되고,여기에 사각지 를 보완하기 

한 서비스로서 재가노인지원서비스와 노노 어 등이 포함된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여 상은 65세 이상 노인 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이다. 여내용을 살펴보면,시설 여는 요양시설에 장기간 입소

하여 신체활동 지원 등을 제공하는 것이다.재가 여는 가정을 방문하여 신

체활동,가사활동,목욕,간호 등을 제공하고,주야간보호  단기보호기 을 

이용하거나,복지용구를 구입·여할 수 있다.특별 여는 도서벽지지역

에 가족요양비를 지 하는 것이다.본인 부담비율은 시설 여 이용자의 경

우 20%(단,식재료비,이·미용료 등은 비 여)이고,재가 여 이용자는 15%

이다.그리고 의료 여 상자 등은 본인 부담액의 50%를 경감해 주고,국민

기 생활 수 권자는 무료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정 황(2013년 8월 31일 기 )을 살펴보면,총 

신청자 110만 9,027명  사망자 43만 3,999명을 제외한 67만 5,028명의 

신청자 가운데 인정자는 54.4%(36만 7,453명)이고,등 외자는 22.8%(15만 

4,084명)이다.인정자 에서 1등 은 10.1%(3만 7,356명),2등 은 19.4%(7만 

1,431명),3등 은 70.4%(25만 8,666명)이다.65세 이상 노인 인구(2012년도 

주민등록인구통계기 )598만 60명 가운데 장기요양보험 등 자는 6.1%에 

해당한다.

□ 노인돌 종합서비스

노인장기요양등  등 외 A·B 정을 받은 노인  국 가구 월평균 소

득 150%인 경우 노인돌 종합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사업내용은 월 36시

간 는 27시간의 가사  활동지원 서비스로 구성되어 있다.주간보호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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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는 월 9회 는 월 12회이다.시·군·구별로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역자활

센터 등을 서비스 제공기 으로 지정한다.정부지원은 월 21만 2,000원～32

만 3,000원이고,이용자 본인 부담은 월 1만 8,000원(국민기 생활보장 수

자는 무료)～4만 8,000원이다(보건복지부,2013).

□ 노인돌 기본서비스

기본 으로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을 상으로 한다.서비스 내용에 따라 

다소 상에 다소 차이가 있다.노인돌 기본서비스는 요양서비스가 불필요

한 독거노인을 상으로 월 4시간 가정방문이나 화 등을 통해 주기 으로 

안 을 확인하고,필요시 생활교육이나 서비스연계 등을 지원한다.지자체별

로 산규모에 따라 소득,건강,주거,사회   등의 수 을 평가하여 보

호 필요가 높은 순으로 상자를 선정한다.

2013년 약 20만 명의 노인을 상으로 8,000여 명의 노인돌보미를 견하

고 있다.2010년 기  체 독거노인 106만 6,365명  20%정도에 해당한다.

□ 재가노인지원서비스

2012년부터 도입된 재가노인지원서비스는 복지사각지  노인들에게 일상

생활지원을 비롯한 각종 필요서비스를 제공한다.서비스 상은 장기요양등

자,등 외 A·B임에도 경제  어려움으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

거나,등 외자 에서 재가지원이 필요한 노인 등이다.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분야별 서비스 세부내용은 방  사업(직  서비스),

사회안 망구축 사업(간  서비스),그리고 긴 지원 사업(긴  서비스)으로 

분류한다.서비스별 시로 직  서비스에는 일상생활 지원,신체활동 지원,

정서 지원,주거환경개선 지원,여가활동 지원,상담 지원,지역사회자원 개

발 등이 있다.그밖에 서비스 연계지원,교육지원 등을 비롯하여 긴 지원서

비스가 있다.시설별로 필요한 서비스를 추가로 개발하여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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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읍·면지역 소재 재가노인복지시설 69

개소에서 제공하고 있는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반찬 

지원(89.4%),가사도우미(56.1%),김장지원(31.8%),도시락 배달(12.1%),청소

지원(9.1%),장보기(9.1%),일상생활지원(13.6%)등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

났다.다음으로,생신잔치(36.4%),명 서비스(36.4%),어버이날(19.7%),경로

잔치(9.1%),효도 (9.1%),외식지원(9.1%)등 일상생활에서 가족을 신하

는 서비스와  나들이서비스(50.0%),문화체험서비스(18.2%)등 여가활동지원

서비스가 많았다.그밖에 목욕(43.9%)  이미용서비스(40.9%),병원 동행

(22.7%)  차량지원(22.7%),정서지원서비스(33.3%)  말벗서비스(19.7%)

등이 다수 제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기타

2013년부터 국으로 확산된 ‘독거노인응 안 돌보미서비스’는 가스·화

재·활동감지기  응 호출버튼 등을 설치하여 독거노인의 응 상황에 신속

하게 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서비스 상자 1순 는 치매 는 치매 고

험군(보건소 치매 진단검사 의뢰자)이고,2순 는 노인장기요양서비스(재

가)  방문보건서비스 이용자 등 건강상태가 취약한 자,3순 는 지자체 인

정자(총인원의 10% 과 지)등이다.‘독거노인사랑잇기서비스’는 돌 기

본서비스 비 상자  서비스 제공에 동의한 독거노인을 상으로 민간의 

자원 사자와 자원을 활용한 서비스21이다(보건복지부,2013).노인일자리사

업의 일환으로 ‘노노 어’는 일반 으로 기 생활수 자,차상 계층,일반

상자  독거노인 등을 상으로 월 18시간씩 돌 서비스를 제공한다.

21주 2~3회 안부 화  말벗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랑잇는 화’와 규칙 인 방

문서비스  후원 품을 제공하는 ‘마음잇는 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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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질병 방 및 건강생  실천 스

□ 노인운동 로그램

노인운동 로그램은 보건소,노인복지 ,국민생활체육회,국민건강보

험공단 등에서 실시하고 있다.보건소에서 실시하는 노인운동 로그램은 

보건소에 내원한 노인(환자 심)과 경로당,노인회  등을 이용하는 노인

들을 상으로 보건소 내 운동시설 이용,운동 강사 견 등의 사업을 실

시한다.노인복지 의 노인운동 로그램은 노인복지 을 이용하는 비교  

활동 이고 극 인 노인들을 상으로 주로 기  내 시설을 이용하여 운

동 로그램을 실시한다.국민생활체육회에서는 실외 체육시설,경로당 등

을 이용하는 노인들을 상으로 생활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 시·군·구 단  

할 지역 내에서 방문지도를 한다.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역사회의 경

로당이나 마을회 을 이용하는 노인들을 상으로 경로당(마을회 )1개소 

당 주 3회,6개월의 운동 로그램(표 운동 로그램,요가,실버체조, 스

스포츠 등)을 실시하는 데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선발한 문강사를 

견한다(김창환 외,2010).

□ 노인 맞춤형 운동처방 서비스

지역사회 신투자사업의 하나로 건강취약계층 노인의 신체활동을 지원하

는 사업이다.운동처방사가 서비스를 제공하며,서비스 내용은 분기별 건강

상태 검과 주 3회(회당 90분)운동 로그램으로 구성된다. 국 가구 월평

균 소득 120%이하 노인장기요양등 외자를 상으로 한다.운동처방사가 

서비스를 제공하며,12개월(본인부담  1만 원)동안 진행된다.구체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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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체 이용자를 상으로 체성분검사,기 체력 측정 

등을 통해 문가가 생활패턴과 건강상태를 체크한다.수 운동(수 걷기,

아쿠아로빅 등을 통해 근력강화, 가동성,심폐기능 향상 지원 등)과 유산

소 운동(체조와 볼,밴드를 이용하거나 스,무용,에어로빅 등을 통해 근력·

근지구력의 발달,유연성 증진  심폐기능 향상 지원 등)을 실시한다.

□ 맞춤형 방문건강 리 서비스

만 65세 이상 85세 미만 노인 에서 수 자와 차상 계층을 우선으로 제

공된다.보건기 의 문 인력이 가정 는 시설을 방문하여 가족  가구원

의 건강문제를 발견하고 개인의 건강주순에 합한 건강 리서비스를 직  

제공하거나 의뢰·연계한다.허약노인을 상으로 하는 서비스는 약물 리,

낙상 방,우울  인지강화,요실  방  리, 양 리,자원연계 등이 

있다.

□ 노인 건강진단

노인 건강진단사업은 1983년부터 실시되었으며,65세 이상 국민기 생활

보장 수 권자  차상  노인  희망자 는 보건소장이 노인건강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상으로 한다.노인 건강진단은 1차  2차 진단

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2차 건강진단은 1차 진단결과 유소견자  년도 

진단결과 유질환자에 한하여 해당 질환별로 실시한다.건강검진 후 유질환

자의 경우에는 보건소의 등록 리  공공의료기 과의 연계를 통해 방문보

건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 치매검진사업

치매검진사업은 60세 이상의 모든 노인이며 소득층에 우선권을 부여하

고 있다.60세 미만인 경우에는 보건소장이 치매 방  리를 하여 치

매조기검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사업 상이 될 수 있다.200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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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시작된 치매조기검진사업은 참여 보건소를 단계 으로 확 하여 2010년

부터 국 보건소(253개소)에서 무료로 치매선별검사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사업내용을 살펴보면,보건소에서 약병원을 지정·연계하여 

치매선별검사,진단검사,감별검사 등을 실시한다.치매검진사업의 규모

(2012년)는 32억 원의 산이 투입되어 142만 4,924건의 검진(선별)을 실시하

다(보건복지부,2013).

□ 기타

‘치매치료 리비지원사업’은 보건소(치매상담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되

어 있고,치매치료약을 복용하는 만 60세 이상 노인 에서 국가구 평균소

득의 100%이하인 노인을 상으로 한다.치매치료 리비 보험 여분  본

인부담 을 월 3만 원 이내에서 실비 지원한다.

‘의치(틀니)지원 사업’은 만 75세 이상 윗잇몸 는 아랫잇몸에 치아가 하

나도 없는 노인을 상으로 진상 완 틀니를 건강보험 용 상으로 포

함시켰다.2013년 7월 1일자로 부분틀니까지 확 되었다.

시군구 ‘안검진’은 65세 이상 국민기 생활 상 노인  희망자를 상으

로 실시한다.개안수술비 지원은 백내장,망막증,녹내장 등 안과  수술이 

필요한 소득층(국 가구 평균소득 50%이하)만 60세 이상으로 안과 사

검사비와 수술비의 본인부담 을 지원한다.지원 내용(2013년)은 무료 안 

검진 1만 명,개안수술 2,320건이다.노인실명 방사업의 수행주체는 ‘한국

실명 방재단’이다(보건복지부,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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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 농 노인 건강증진정책의 한계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건강 련 서비스는 건강수 과 소득수 에 따

라 달라진다.건강수 에 따라서 노인장기요양등  정,등 외 정,그리

고 등 이 없는 노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소득수

수 자
차상

일반
100% 120% 150%

건

강

수

등 없음 91.3%
노노 어 재가노인지원

노인돌 기본서비스

등 외 A·B 2.6%

맞춤형 운동처방
재가노인지원

맞춤형 방문건강 리

노인돌 종합서비스

등 자 6.1% 노인장기요양

그림 4-1.건강수 과 소득수 에 따른 노인 건강 련 서비스

노인장기요양 1∼3등 자는 방문요양,방문간호,방문목욕,주야간보호 등

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등 외 정자는 소득수 이 국 가구 월평균 

소득 120%이하인 경우 노인돌 종합서비스나 맞춤형 운동처방서비스를 이

용할 수 있다.등 외 정자 에서 국 가구 월평균 소득 120% 과 

150%이하인 노인은 맞춤형 운동처방서비스는 이용할 수 없다.장기요양 등

이 없는 노인은 노인돌 기본서비스와 노노 어,재가노인지원서비스 등

을 이용할 수 있다.하지만,노인돌 기본서비스는 소득수 에 제한을 두지 

않지만,지자체별로 소득,건강,주거,사회   등의 수 을 평가하여 보

호 필요가 높은 순으로 상자를 선정한다.노노 어는 국민기 생활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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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상 계층을 우선으로 한다.맞춤형 방문건강 리는 노인장기요양 등

자를 제외한 노인 에서 수 자  차상 계층을 우선으로 제공된다.

2.1. 노인돌 스  사각지  발생

건강수 과 소득수 에 따른 다양한 제도들을 구비하 음에도 불구하고,

노인돌 서비스의 사각지 는 발생하고 있다.농 노인은 단독가구,고령노

인의 비율이 도시지역에 비해 더욱 높다.부양의무자 기  등에 의해 농 노

인은 실제 소득수 에 비해 기 생활수  비율은 높지 않다.돌 서비스의 

필요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소득요건으로 인해 서비스 이용 상에서 제외되

거나,본인부담 으로 인해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한 장

기요양서비스의 경우 방문목욕이나 방문간호 등은 방문요양에 비해 공 이 

지나치게 제한 이고,기타 돌 서비스는 실제로 제공되는 서비스 양 자체

가 부족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한다.

첫째,노인장기요양등  1∼3등  정을 받은 노인은 소득수 에 상 없

이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하지만,노인장기요양등 자 

에 본인부담 이 부담스러워 서비스 이용을 제한받는 노인들이 있다22.1등

자의 경우 월 한도액만큼 재가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본인부담액은 17만 

1,090원(경감자 8만 5,545원)이다.시설 여의 경우 노인요양시설 이용 시 31

만 6,320원(경감자 15만 8,160원)이지만,비 여 항목비용을 별도로 부담해

야 한다.

둘째,2011년도 장기요양신청자  1∼3등  정 받은 비율이 65.7%이고,

등 외 A·B비율은 29.3%이며,그 에서 A등 이 20.1%이고,B등 은 

79.9%이었다.등 외 A·B는 수발자 없이 장시간 혼자 집안에 머무는 것은 

22재가 여의 등 별 한도액(2013)은 1등  114만 600원,2등  100만 3,700원,3

등  87만 8,9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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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지만,일상생활지원은 필요한 노인들이다.하지만 2013년 1월 기 (사

회서비스바우처 홈페이지)으로 서비스 상자는 4만 1,100명으로 등 외자 

15만 4,084명  26.7%수 에 그치고 있다.장기요양서비스에 비해 서비스 

이용기 이 고,지자체별로 배정한 산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의 총량

에 차이가 있다.일부 지역에서는 산이 소진될 때까지만 서비스를 제공하

면서 구색 맞추기에 그치기도 한다.

셋째,노인돌 기본서비스는 요양서비스가 필요하지 않는 노인들에게 안

 확인 차원에서 주 1∼2회 화 연락하거나 가끔 방문하는 수 이다.장기

요양 등 은 없지만,돌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일부 노인들에게 일상생활

지원서비스라고 보기는 어렵다.

넷째,노노 어는 서비스 시간이나 내용에 있어서 사각지 를 해소할 수 

있지만,일자리사업 수행기간(9개월)동안만 지원되고,수 자나 차상 계층

을 주로 제공한다.연  지원되지 않으며,23 체 인 서비스 양에 있어서 

미미한 수 이다.2012년도 노인일자리 창출실 에 따르면,독거노인돌 지

원사업 1만 8,678명,거동불편노인돌 지원사업 1만 2,536명 등,총 3만 1,214

명이 참여하 다(한국노인인력개발원,2013).참여자가 2인 1조로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실제 수혜 노인은 사업실 의 반 수 인 1만 5,600여명 정도라

고 볼 수 있다.

다섯째,사각지 를 해소하기 해 2012년 재가노인지원서비스가 도입되

었지만, 산이나 인력 측면에서 제 역할을 하기엔 역부족이다.2012년 말 

기 으로 국 재가지원서비스기 은 323개소,이용인원 2만 3,511명,종사

자수 1,710명이었다.본 연구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서비스가 필요함에도 불

구하고,‘수 기 이나 장기요양등  정기  등을 충족하지 못하여 사각지

에 놓인 재가노인들에게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43.4%는 부족하다고 응답하 다.충분하다는 응답은 23.1%에 그쳤다.

232013년 연  일자리 시범사업으로 참여자와 수혜자 모두를 독거노인으로 한정

한 노노 어가 진행되고 있다.



농 노인 건강증진 련 정책 황  문제 67

부족한 부분으로,공 자 측면에서는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보조 이 충분하

지 않고, 문인력이 부족하다고 하 다.이용자 측면에서는 서비스가 필요

하지만 부양의무자 기  등 상자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노인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가 부족하다고 하 다.

여섯째,장기요양서비스에 방문간호가 포함되어 있지만,실제로 방문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 은 체 방문요양서비스 기  수에 비해 10%에도 못 

미친다.장기요양보험 도입 이 에 방문건강 리서비스를 제공받던 노인들

은 서비스 복의 이유로 제외되었다.방문간호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경우,

돌  이외에 질병 리에 있어서는 사각지 로 남게 된다.

2.2. 농 노인 상 건강증진 스  부족

각종 복지시설에서의 노인건강증진 로그램은 취미·여가 로그램의 일환

으로 추진하고 있다.보건소의 운동 로그램도 주로 건강한 노인들을 상

으로 하고 있다.허약노인에 특화된 건강증진 로그램을 찾아보기 어렵다.

즉,만성질환이나 경미한 일상생활상의 활동제약이 있는 허약노인을 한 

건강증진 로그램이 별로 없다.건강증진 로그램을 운 함에 있어서 노

인계층의 신체 ·정신  기능에 한 고려가 부족한 것이다.

그나마도 농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건강증진서비스는 도시지역에 비

해 부족한 실정이다. 로그램 자체의 다양성도 떨어지고,서비스 근성에 

있어서도 열악한 것이다.우선,경로당이나 마을회 ,보건진료소 등을 심

으로 건강증진 로그램이 운 된다. 문강사가 방문하여 진행할 경우 일정 

규모 이상(를 들면,보건소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체조교실은 15명 이

상)이 참여하여야 한다.소규모 마을은 1개 로그램에 참여할 노인의 숫자

를 채울 수 없어 서비스 신청을 할 수도 없다.실제로 건강 로그램이 운

되는 경로당은 면단 에서 1개소 정도 수 에 그치고 있다.마을별로 한 가

지 이상의 로그램을 실시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본인의 건강수 이나 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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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에 상 없이 운 되는 로그램에 참여해야 하는 실정이다.

다양한 건강증진 로그램을 이용하기 해서는 읍내로 이동해야 한다.의

성군의 경우 교통요 체계가 통합되지 않아서 노인복지 까지 가기 

해 버스를 갈아타야 하고,왕복교통비를 5,000원 가량 지불하며,편도 40분 

이상 소요된다.실제로 배후마을 노인들에게 노인복지  서비스는 이용불가

능한 것이다.

노인 맞춤형 운동처방서비스의 경우 등 외 정자를 상으로 하는 건강

취약노인을 한 로그램이다.다른 신체활동 로그램과는 달리 노인에 

한 이해 교육을 받은 운동처방사가 개개인의 건강상태를 검하여 운동처방

을 통해 다양한 로그램을 실시한다.노인복지 에서 실시해 오던 로그

램이 노인들의 이용의사가 많고,이용하는 노인들의 만족도가 높아서 지역

사회 신 투자사업의 한 유형으로 포함된 것이다.하지만, 부분 교육센터,

복지  등 수 운동시설을 갖춘 장소에서 로그램이 운 되고 있어 사실상 

심지에서 멀리 떨어진 면부에 거주하는 노인들은 이동이 불편하여 이용조

차 어렵다.사회서비스 자바우처 홈페이지에 따르면,2013년 노인 맞춤형 

운동처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군 지역은 체 60개 시·군·구 에서 6개

(동군,화순군,장흥군,고창군,진안군,완주군)에 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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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농 노인 건강증진 련 추진 사례24

3.1. 노인일상생 지원

3.1.1.장성군 북이면 공 목욕장

농 노인의 다수는 욕실이 없는 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며,더운물을 사

용하는 것이 부담스러워 집에서 목욕을 하기가 쉽지 않다.겨우내 목욕 한 

번을 제 로 하지 못하고 지낸다.목욕은 농사일로 뭉친 근육과 피로감을 풀

어 주고 쾌 함을 제공한다.면 지역에 공 목욕장을 설치함으로써 목욕탕

을 이용하기 해 읍내로 이동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교통비가 감될 뿐 아

니라,집안에만 있던 노인들이 목욕장을 이용하기 해 외출을 하고 있다.

라남도는 2006년 식 목욕장이 없는 면이 약 70%에 이르는 것으로 

악하고,1개 면당 1개소씩 건립(도비 50%,시군비 50%)한다는 목표하에 사

업을 추진하고 있다(2013년까지 132개 면에 122개소).북이면 공 목욕장은 

2012년 11월 개장하 으며,주변의 북하면,북일면 주민들도 함께 이용하고 

있다.

24옥천군 안남면 마을순환버스,아산시 수요 응형 마 버스·수요응답형 마 택

시 사례는 「농어  삶의 질 향상을 한 21개 공공서비스 달체계 개선사

례」(송미령 외,2013)에서 발췌 요약한 것이다.그리고 장성군 북이면 공 목

욕장,강릉시 보건소-보건진료소 원격진료시스템,양평군청 행복돌 과 사례는 

연구자가 방문 조사한 내용을 토 로 작성하 으나,기발행된 보고서(송미령 

외,2013)내용과 일부 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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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 :장성군 북이면 사거리 695-2

○ 운 시간 :05:00~18:00,주 3일(토,일,장날),여름철엔 휴장

○ 남탕과 여탕이 구분되어 있음

○ 운 주체 :여성의용소방 (근무자 2명/일)

목욕장 사용료는 「장성군 목욕비 지원 등에 한 조례」에 의거하여 국

민기 생활수 자와 장애인 1∼3 은 월 1회 무료,아동 2,000원,노인 3,000

원,일반 주민 3,500원이지만,만 65세 이상 노인에게는 무료이용권을 월 2장

씩 제공한다.월 평균 이용인원이 200여 명이 넘고,2013년 6월 2일 기 으로 

 이용인원이 2만 명을 넘었다.그  노인이 70%로 부분이다.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에게는 근무자들이 직  목욕 사까지 병행하고 있다.그러나,

근무자들이 모두 여성이라서 남탕 리에 어려움이 있다.

공 목욕장은 ‘운동→목욕→검진·진료 등’이라는 농어  건강증진 로그

램과 연계하 다.1층 목욕장 건물에 2층 건강증진 로그램실을 증축하여 

다양한 노인건강 로그램을 운 할 정이다.

하지만, 기 설치비용이 렴한 기름보일러로 설치하여 유류비가 차지하

는 비 이 크고,3∼4년 경과하면 보일러 고장 등으로 인한 운 비 지출이 

증가하여 운 에 어려움이 상된다.

3.1.2.옥천군 안남면 마을순환버스

안남면에서는 2008년부터 면소재지에 치한 배바우도서 과 연계하여 마

을을 순회하는 25인승 커뮤니티 버스를 운행하고 있다. 청  물이용부담

으로 매년 5억 원 가량 배정받는 주민지원사업비로 마을순환버스를 구입

하고,운 비도 일부 충당하고 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자가용 자동차의 노선 운행이 지되어 있다.하지만 학교,학원 유치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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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이집이나 교육·문화· 술·체육시설 이용자를 상으로 할 경우 자가용 자

동차의 노선 운행을 허용하고 있다는 에서 2007년 개 한 배바우도서  

버스가 면내 마을을 순회하도록 하 다.

버스는 안남면 내 마을을 하루 9회 무료로 운행하고 있다.마을순환버스 

운행으로 노인들의 교통 이용 시 불편이 해소되었고,조손가정 학생들

은 도서 을 이용하는 데 제약이 없어졌다.

3.1.3.아산시 수요 응형 마 버스·수요응답형 마 택시

아산시 농 지역 에는 마을인구가 거나 도로 자체가 소하여 버스가 

운행하지 못하는 교통 소외지역이 존재하고 있다. 한 거리에 따른 요 제

로 운행되어 단일요 제인 도시지역에 비해 이동비용이 많게는 3∼4배 가량 

소요된다.아산시에서는 국 최 로 교통 사각지  주민들의 교통 근성

을 향상시키기 해 2012년 11월 수요응답형 교통체계(마 택시)와 오지노

선·등교노선·순환노선 한정면허25 버스(마 버스)를 시범운행하 다.버스 

미운행 지역에는 마 버스를 운행하고,마 버스도 운행불가한 지역은 수요

자의 화요청에 의해 마 택시를 이용하여 가까운 승강장까지 이동하는 것

이다.3개월 동안 다섯 의 마 버스를 시범운행한 결과 이용객이 11월 976

명,12월 1,671명,1월에는 1,810명으로 증가하 으며,비용측면에서는 기존 

형시내버스의 32%수 인 월 255만 원이었다.마 택시는 총 58세 ,129

명이 거주하는 2개 마을을 상으로 운행한 결과,월 평균 16.5회를 이용하

다.시내버스 운행 시 월 350만 원이 소요되던 비용의 2.4%에 해당하는 월 

평균 9만 5,000원으로 감소하 다.

농 지역은 수요응답형인 마 택시가 효율성이 크지만,법  문제로 인해 

사실상 운 이 어려운 실정이다.마 택시는 주민이 이용요 을 100원 내고,

25공공복리의 증진이나 공공질서의 유지를 하여 업무의 범 나 기간 등을 한

정하여 면허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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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택시업체의 손실(콜비 1,000원과 운행요  4,000원)을 시비로 보 해 

주었다.아산시의 경우도 다른 지자체로부터 택시에 한 보조  지원은 공

직선거법에 배된다는 법  소송에 걸려 마 택시 운 이 단된 상태이다.

3.2. 노인건강증진

3.2.1.경남 건강 러스 행복 러스 사업

경상남도에서는 국의 건강행동지역(HealthActionZones:HAZ)사업을 

벤치마킹하여 지역 간 건강불평등 완화사업으로 ‘건강 러스 행복 러스 사

업’을 2010년부터 진행하고 있다.2004년부터 2007년까지 지속 으로 사망률

이 높았던 40개 읍·면·동26을 사업 상지역으로 선정,2010년 17개,2011년 

12개,2012년 11개 지역에서 사업을 시작하 다.시작년도를 포함하여 총 6

년 간 사업을 진행한다. 산은 도와 시·군이 각각 50%씩 부담,해당 지역 

당 총 1억 4,000만 원(첫 해 4,000만 원,이후 매년 2,000만 원)이고,사업추진

주체는 건강 원회이다.

건강의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인식하지 않고,지역의 문제로 인식하는 것

에서 출발하 다.먼 ,사업 상 지역의 건강수 이 낮은 원인을 악하기 

하여 지역사회조사를 실시하 다.그리고 주민 상으로 원회조직을 구

성하여 스스로 지역사회의 건강에 해 인식하고 지역 차원에서 개선 노력

하도록 지원하 다.사업추진 기본조직으로 지역마다 사업추진 원회와 사

업 을 만들고,지원조직으로 교육훈련지원단(경상  병원)과 사업운 지원

26창원시 북면,마산시 회성동,진주시 사 면,통 시 산양읍,김해시 한림면,

양시 동면,거제시 사등면,의령군 가례면,함안군 산인면,창녕군 성산면,고

성군 오면,하동군 성면,산청군 생비량면,합천군 야로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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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을 구성하 다.주요사업은 건강증진 로그램 운 ,식생활 개선, 연과 

주 교육,건강공원,걷기코스와 연· 주 공간 지정 등 지역 내 건강친화

 환경조성 등이 있다.

3.2.2.강릉시27보건소-보건진료소 원격진료시스템

보건진료소 지역 주민은 시내 병원을 이용하려면 교통 여건이 열악하

여 진료시간에 비해 이동시간이 지나치게 많이 소요된다.의료기 을 직  

방문하는 것이 어려운 농어  지역주민의 의료 근성 향상을 해 2005년 

강릉시에서는 만성질환 원격진료시스템을 도입하 다.

보건진료소,보건소(지소)  종합병원 간 컴퓨터 화상통신 등 IT기술을 

활용하는 시스템으로 보건진료소를 방문한 환자의 생체정보를 측정하여 원

격지 보건기  는 민간병원과 연계하여 원격진료  처방,의약품 배달서

비스를 제공한다.보건진료소시스템은 보건진료소를 방문하는 지역주민에게 

생체입력단말기를 이용하여 환자의 디지털화된 건강정보를 구축하고 의료

상시스템을 통하여 원격지 의사(보건기  의사, 력병원 문의)를 연결해 

으로써 만성질환에 한 원격자문 등 의료 진  노인성 정신질환(치매,

우울증)등에 한 원격진료(원격처방  투약)수행을 지원한다.

보건진료소별로 고 압,당뇨 환자는 매주 1회 원격진료가 이 지고,치매

선별검사는 사 약하면 필요한 시간에 민간병원으로부터 원격진료를 받을 

수 있다.정동진보건진료소의 경우 원격진료 상 인원이 총 100명 정도(매

주 25명씩)이지만,원격지 의사와 환자 간 화상진료를 진행하는 인원은 매주 

13∼15명이며,총소요시간은 1시간 이내이다.화상진료를 해 보건진료원은 

사 에 환자의 기본검사정보를 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보건진료 담공무원 환자진료지침에 의하면 고 압과 당뇨환자의 투약

리는 의사의 처방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사용할 수 있는 약품의 품목을 명

27강릉시,보령시, 양군 등 3개 시·군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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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고 있어 의사의 처방에도 불구하고 약품사용에 제한을 받고 있다.

3.3. 보건복지 연계 강

3.3.1.양평군 행복돌 과

양평군에서는 무한돌 센터의 서비스 연계  사례 리 상자와 방문간

호 상자가 첩됨에도 불구하고,분 인 서비스 제공이 주민의 체감도

를 하시키는 요인으로 보았다.이러한 문제는 각 역·제도·사업별로 근

하는 행 달체계 상에서는 해결할 수 없음을 인식하고,주민 심의 서비

스를 제공하기 해 보건과 복지업무 수행 조직을 통합하여 2013년 2월 14

일 국 최 로 ‘행복돌 과’를 신설하 다.양평군청 주민복지실에 소속되

어 있는 통합사례 리  서비스 연계를 하는 무한돌 센터와 보건소의 방

문보건 을 ‘행복돌 과’라는 한 부서로 모은 것이다.조직체계상 통합하고,

물리 으로도 한 공간에서 근무하게 되면서 실무자들 간에 정보 공유가 원

활해졌다.

행복돌 과 신설 이 에는 일단 방문보건 상자로 수된 경우 방문간호

사가 방문하여 건강상태를 확인하 다.이 과정에서 방문간호사가 상자에

게 사회복지서비스가 필요할 것으로 단하면 무한돌 센터에 요청공문을 

발송한다.이후 사회복지사는 수된 상자를 방문하여 사회복지 역에서 

다시 기 사정을 한다.이러한 차에서는 방문간호사가 상자를 의뢰하지 

않는 경우 사회복지서비스는 제공받지 못할 수 있는 것이다.이에 비해 행복

돌 과 신설 이후에는 무한돌 센터로 수된 상자가 보건과 복지 욕구가 

함께 있을 것으로 단되면 방문간호사와 사회복지사가 합동방문하여 보건

과 복지 역에서 기 사정을 동시에 진행한다.사회복지서비스에 한 욕

구를 가진 상자가 이 에 방문간호서비스를 제공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방문간호사는 상자 련 정보를 사회복지사와 공유하고, 기 사정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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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방문에 동행함으로써 사회복지사와 상자와의 계 형성에 소요되는 

기간이 단축되었다.

보건복지 연계라는 당 에는 공감하면서도 실무자들 간의 연계는 어려움

이 많았다.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해 지자체가 조직체계를 통합,개편하

다는 에서 의의가 크다.노인 인구 비율이 높은 농 지역에서 보건과 복

지서비스 상자가 부분 복되는 실을 감안하면,양평군 사례는 타 지

자체에서도 고려해 볼 만하다.

그림 4-2.양평군청 행복돌 과 조직도

4.시사

노인 건강증진 련 정책 황  문제 을 통해 농  노인의 건강수 을 

고려한 건강증진 로그램과 돌 서비스의 사각지 에 놓인 노인을 상으로 

한 로그램의 필요성이 규명되었다.무엇보다도 농 에서 노인 건강증진 

련 정책이 실효성을 거두기 해서는 송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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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가 구축되어야 한다. 한 기본 인 식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식사지원

서비스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4.1. 농  허약노인  특  반 한 건강증진프 그램

건강 리 로그램의 부분은 건강노인을 상으로 하고,장애노인은 돌

서비스를 이용하게 된다. 간단계의 허약노인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는 극히 제한되어 있다.28본 연구에서 농  허약노인의 건강수   건강

리실태 분석 결과로부터 건강증진정책의 필요성이 부각되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첫째,농 노인들의 질병에 한 이해나 의료 근성이 열악하여 치료시기

가 지연되는 경향이 보인다.고 압이나 염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유병

률이 높아지는 반면에,당뇨는 74세 미만 연소노인의 유병률이 가장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당뇨합병증 등으로 인한 건강악화로 이미 사망하거나 시설

입소 등으로 조사 상에서 제외되는 선별효과가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당뇨병에 한 기 리가 필요하다. 한 백내장 유병률은 지역사회건강조

사 결과와 비교해 볼 때,농  허약노인이 더 낮다.이러한 조사결과는 농

노인들의 다수가 백내장을 노화로 인한 시력 하로 인식하고 병원을 찾지 

않았기 때문일 것으로 추측된다.

둘째,청력기능이 하된 노인 상 보청기 지원제도가 필요하다.잘 들리

지 않아서 불편한 노인 에서 보청기를 작용하고 있는 노인은 15.9%에 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리고 작기능에 불편이 있음에도 틀니를 착용하

지 않는 노인은 12.9%이지만,2013년 7월부터 75세 이상 노인 상으로 완

28경로당 건강체조 로그램에 참여했더니 무릎이 더 아 졌다고 말한 의성군에

서 만난 한 노인의 경우처럼 건강수 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건강 로그램

에 참여하는 것이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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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니뿐만 아니라 부분틀니도 건강보험 용이 확 됨으로 작기능에 불편

한 노인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셋째,농  허약노인들의 높은 낙상 경험률을 이기 해서 실내외 보행

환경개선이 필요하다.지난 1년 이내 낙상을 경험한 노인이 남성 29.7%,여

성 40.5%인 것으로 나타났다.2011년 노인실태조사 결과(남성 14.6%,여성 

25.9%)에 비해 1.5∼2배 정도 높은 수치이다.노년기의 낙상은 골 과 입원 

 기능장애와 사망 등을 측하는 매우 요한 지표에 해당된다(오 희 외,

2011).노인들의 낙상장소는 도로 는 공원 등 실외가 56.0%인 것으로 나타

났다(노인실태조사,2011).

넷째,남성노인과 여성노인이 일상생활활동에 있어 도움이 필요한 역에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남성노인은 청소,식사 비,빨래 등에 

도움이 필요한 비율이 높은데 비해 여성노인은 교통수단을 이용한 외출이나 

장보기, 화 걸고 받기 등이 남성노인에 비해 높았다.평생 가사활동을 해 

본 이 없는 남성노인은 단독가구가 아닌 경우 평소에 하고 있지 않는 청

소,식사 비,빨래 등 가사활동에 해서는 실행여부와 할 수 없는 능력여

부를 혼돈할 수 있다.최근 독거남성노인이 가사활동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로그램이 노인복지 이나 자치단체29등에서 운 되고 있다.

다섯째,지역사회건강조사(2010)자료를 이용하여 65세 이상 농 노인을 

상으로 분석한 결과에 비해 농  허약노인은 우울감 경험률이 5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높은 우울감 경험률은 농 지역 노인자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부부가구(19.3%),결혼한 자녀가족과 동거가구(25.4%)에 비해 

단독가구(36.5%),결혼하지 않은 자녀와 동거(34.8%)나 조손가구(38.9%)의 우

울감 경험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홀로 지내는 외로움뿐만 아니라 부양

29청송군과 청송시니어클럽은 독거노인을 한 경로당 요리교실을 열고 있다

(2013.5.3.∼11.29.).청송시니어클럽 ‘은모닝 행복밥상 사업단’10여 명이 음

식교사로 나서서,매주 지역 경로당을 찾아다니며 독거노인을 상으로 간편

하게 만들 수 있는 음식의 요리법을 강의하고 있다(연합뉴스,2013.5.3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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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에 한 부담으로 인한 스트 스가 큼을 알 수 있다.

여섯째,경로당이나 마을회 에서 공동 식을 늘릴 필요가 있다.식사 비

를 도시락·반찬배달 등 외부에 의존해서 집에서 혼자 식사를 하는 경우 식사

가 더욱 불규칙한 것으로 나타났다.주로 집안에만 있는 거동이 가능한 노인

들은 집 밖으로 나오게 하는 로그램이 필요하다.식사를 하러 나오려면 최

소한 세면과 옷단장을 해야 하고,밖에서 이웃이나 친구들과 가벼운 인사라

도 나  수 있기 때문에 정신건강 측면에서도 이롭다.본 연구의 조사결과,

공동 식 이용 비율이 체 노인 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9.7%정도 다.

일부 농 지역 노인들을 제외하면,마을공동 식이 보편화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일곱째,농사일을 하고 있는 노인들을 한 건강증진 로그램이 필요하다.

허약노인 에서도 43.0%는 농사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농사일을 

하고 있는 부분의 노인들은 농사일이 본인의 건강  신체여건에 부담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남성노인들에 비해 여성노인들이 느끼는 부담정도가 

더 컸다.2013년부터 운  인 농어업인안 보건센터에서 노인 농업인을 

상으로 한 건강증진 로그램을 연계할 수 있을 것이다.노인의 건강수

을 고려하여 다양한 로그램을 개발하고,농사일을 하지 않는 시간 (한여

름 낮시간 혹은 평상시 어두운 녁 등)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여덟째,노인들이 건강유지·증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활동들을 노

인건강증진 로그램 개발 시 참고해야 할 것이다.농 노인들은 건강 련 

로그램 참여나 운동기구 등을 이용하는 등 별도로 건강증진활동을 하는 

것보다는 일상생활에서 건강한 식습 을 갖고,부담을 느끼지 않을 만큼 일

하고,걷기 등의 알맞은 운동을 하면서 이웃과 가족들과 잘 지내는 것이 건

강을 유지·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경로당이나 마을회

에 설치된 안마기나 운동기구의 활용이 조한 것은 이러한 욕구를 제

로 반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농  노인들에게는 경로당에 운

동기구를 설치하는 것보다는 ‘끼니를 거르지 않고,잘 먹을 수 있는’식생활 

지원이 필요한 것이다. 한 생활 속에서 걸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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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에서 노인들이 몸을 움직이는 데 있어 험요소를 최 한 없애야 할 것

이다.

4.2. 돌 스 사각지  노인  한 프 그램

노인돌 서비스 황에서 악한 바와 같이 아직도 사각지 가 존재하고 

있다.본 연구의 설문조사에 의하면,농  허약노인  장기요양 등 외자가 

17.5%이고,82.5%는 등 이 없는 노인들이다.이들  돌 서비스를 이용하

는 비율은 18.0%이다.등 외 A·B자의 서비스 이용률은 60%정도에 그치고 

있다. 재 돌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노인 에서 48.7%는 IADL항목 

에서 하나 이상에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34.1%는 일상

생활지원서비스를 이용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하 다.조사 상 628명의 허

약노인을 기 으로 할 때 24.5%에 해당된다.농 노인 돌 서비스의 사각지

 규모라고 볼 수 있다.

이들의 서비스 욕구는 내용에 있어서는 장기요양이나 노인돌 종합서비스

와 유사하지만,서비스 양에 있어서는 다.집안청소  정리정돈을 가장 

필요로 하며,그밖에 식사 비,외출 지원 등에 한 욕구도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원하는 이용횟수는 식사 비는 주 2∼3회,집안청소나 세탁은 주 1

회,외출 지원 월 1∼2회,장보기 월 2∼3회,목욕은 월 1회∼주 1회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4.3. 농  허약노인에게 가장 필요한 스: 송 , 식사지원

농 지역의 지리  근성과 교통 약자로서 허약노인에게 무엇보다도 이

동을 지원할 수 있는 서비스가 필요할 것이다.배후마을에 거주하는 노인들

은 보건진료소를 이용하기 해서도 버스를 이용해야 하며, 부분의 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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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는 심지 마을에 집 되어 있다.서비스를 분산 배치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으므로 이동을 지원할 수 있는 인 라가 요한 것이다.

농 에서는 소수의 정책농 지역에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보건진

료소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재가노인복지시설 모두 농  재가 허약

노인에게 필요하지만 부족한 서비스로 송 서비스와 식사지원서비스를 꼽았

다<표 4-1>.

고령노인이 많고,독거노인 비율이 높은 농  지역에서는 식사 비나 집

안 청소,세탁 등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노인이 많다. 한 병원 진료,장

보기,행정처리,서비스 이용 등 마을 밖으로 교통수단을 이용한 외출이 쉽

지 않다.건강상 불편함과 교통 이용의 불편함이 동시에 존재한다.

보건진료소 재가노인복지센터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송 서비스

(외출이나 병원진료 등을 한 교통편의 제공)
29 28.7 26 38.2

식사배달 공동 식지원서비스 24 23.8 14 20.6

가사지원서비스 18 17.8 9 13.2

문 의료서비스 15 14.9 13 18.8

건강증진 로그램(운동 등) 14 13.9 4 5.9

건강 리교육 1 1.0 2 2.9

합계 101 100.0 68 100.0

주:보건진료소는 질문에서 한 가지만 선택할 것으로 요구했으나,2개 이상 응답한 기

이 많아서 복응답 처리하 다.

표 4-1.농 지역 거주 허약노인에게 가장 필요한 서비스

단 :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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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추진 방향 

1.1. 본 방향

1.1.1.농  허약노인 일상생활지원 확

농 노인은 평생 살아온 익숙한 환경에서 이웃들과 더불어 여생을 마무리

하길 원한다.이러한 노인의 특성과 농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정책이 추진

되어야 한다.지역사회에 거주하는 허약노인들이 일상생활지원을 필요로 할 

경우 소득수 에 상 없이 돌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1.1.2.노인의 특성을 고려한 서비스 개발

농 노인의 학력수 이나 의료이해능력을 반 한 건강 리교육과 건강수

에 따른 고려한 차별화된 서비스가 필요하다.따라서,정책 상자를 세분

화하여 근할 필요가 있다.특히 장기요양상태에 진입하는 시기를 최 한 

늦출 수 있도록 허약노인을 상으로 한 건강 리 로그램이 실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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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보건과 복지 연계 강화

농 노인은 지역  특성과 서비스 상인 노인의 문제와 욕구에 기반을 

둘 때 보건과 복지의 연계가 가장 필요한 계층이다.지역사회 차원에서 추진

주체별로 분 으로 제공되고 있는 보건복지서비스를 노인의 입장에서 연

계/통합된 서비스 체계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

1.2. 추진 략

농 노인 건강증진을 한 정책은 앙정부,지방정부,그리고 지역사회 

간의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먼  련 앙부처인 보건복지부와 농림축산

식품부의 역할이 구분되어야 한다.노인건강 련 정책 에서 보편 으로 

용되는 보건복지서비스나 제도에 농 노인의 특성을 반 해야 할 부분은 

보건복지부가,농 지역만의 고유한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체가 되어

야 할 것이다.그리고 지역별 특성을 반 한 사업은 지방정부나 지역사회 차

원에서 개발되어야 한다.지역에서 개발하여 성공 으로 운 되고 있는 

로그램을 정부가 보 ·확 하는 방식을 추천한다.

장기요양 상자의 증가를 최소화하고,노인의 노후 삶의 질을 향상시키

기 해서는 정부에서 장기요양 등 외자  일상생활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허약노인 상 로그램을 확 해야 한다. 재 건강노인 상 운동

로그램 이외에 허약노인의 건강을 증진할 수 있는 다양한 로그램의 개발

이 요구된다. 한 허약노인의 건강악화를 늦추고,  상태를 최 한 유지하

기 해서는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의 확 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하지만,지

역사회 차원에서 노인의 욕구에 부합하는 로그램을 제공할 여건이 조성되

지 않은 상황이라면,지원규모 확 는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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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선 방안

2.1. 보건진료소 능  및 보강30

보건진료소는 농  벽·오지에서 노인주치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앞으

로 기능 환  보강을 통해 노인 건강증진에 더욱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

첫째,보건진료소31가 마을의 건강사랑방 같은 공간으로 활용되어야 할 것이

다.보건진료소는 진료나 투약 장소,건강기구를 이용하는 장소라는 인식에

서 벗어나 마을 건강 리 거 기  역할을 하고,주민들이 모여서 다양한 

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야 한다.보건진료원은 지역에서 오

랫동안 근무해 오면서 유일한 공 서비스 제공기 으로서 주민과 긴 한 

계가 형성되었다.32이러한 강 을 활용하여 마을건강원이나 운 의회를 

활용하여 건강마을 운 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할 수 있

다. 를 들면,경로당이나 마을회 에 설치된 안마기나 운동기구의 활용방

안을 모색하고,노인들의 낙상 험이 있는 길 등의 보행환경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즉,건강을 마을의 문제로 인식하고 건강증진행

를 실천하는 환경을 조성해야 하는 것이다.마을 단 에서 노인들에게 합

한 로그램이 운 되기 해서는 마을(마을건강원,운 의회 등)이 주도

하여 노인들의 건강상태(질병,기능 장애 정도 등)를 악하고,욕구와 필요

30이 부분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탁연구 결과를 일부 포함하고 있다.보건진료

소장 상 설문조사 결과는 <부록 3>에 제시하 다.
31보건진료소는 의료기 과의 거리가 통상 교통수단에 의해 30분 이상 소요되는 

의료취약지역을 육지 500인,도서 300인 이상으로 기 으로 구분하여 설치되

었다(농특법 시행령 제2조,시행규칙 제15조).
32보건진료소 근무경력 20년 이상인 진료소장이 63.0%에 이르 다<부록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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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의 우선순 를 결정하여야 한다.

둘째,보건진료소에서 노인건강 리사업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33노인

건강 리사업을 강화하기 해서는 보건복지서비스 연계가 필수 이다.보

건진료소장 상의 탁연구 설문조사결과에 의하면,36.2%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보건진료소장의 사회복지에 한 

이해는 보건복지서비스 연계 시 나타날 수 있는 갈등을 해소하는 매개역할

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 이들은 재 보건진료소의 기능이 환자

진료 심에서 향후 복지통합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생각하 다.

한 할 지역 재가노인을 보살피기 한 인력이 보충되어야 한다.건강

도우미(가칭)역할을 할 수 있는 보조인력을 투입하여 가정방문을 통한 건강

확인,약복용 지도 등을 비롯하여 필요 시 일상생활지원서비스까지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그리고 보건진료소장 상 설문조사에서 근무 시 느낀 애로

으로 여성 단독근무로 인한 두려움과 가구 방문 시 교통수단에 한 불편

을 지 하 다(부록 3참고).보조인력 투입으로 2인이 근무하게 되면 이러

한 애로사항들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무엇보다도 보건진료소는 기존에 독립 으로 운 될 때 수행해 오

던 사업들을 보건소 체계 안에서 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유기 으로 통

합되어야 한다.34개별 보건진료소에서 성공 으로 수행해 오던 사업을 폐

기35할 것이 아니라,보건소 차원에서 체계 으로 로그램을 개발하여 확산

시킬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36보건소의 통합건강증진사업에 보건

33보건진료소의 일차보건의료 활동  강화해야 할 분야로 만성질환 리 다음으

로 노인건강 리가 많았다(부록 3).
342012년 농  지역 보건진료소가 보건소로 산·조직·인력이 통합되면서 자체 

산을 운 할 수 없게 되었다.그동안 투약료 등 수입으로 보건진료소 자체

인 사업을 운 해 왔었다.일부 보건진료소에서는 자체 수입으로 필요한 인력을 

고용하여 주민들에게 필요한 서비스(주간보호,목욕,스포츠 스,건강교실 등)

를 제공하기도 하 다.
35일례로 남 무안군 사창보건진료소의 노인스포츠 스, 암보건진료소의 노

인주간보호서비스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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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소의 상황이 반 되어 건강증진서비스가 보건진료소까지 연속 ·통합

으로 달되도록 해야 한다.

넷째,벽·오지 지역 보건진료소에서 진료기능을 강화37하기 해서는 보

건소나 지역의 민간병원과의 연계가 필요하다.만성질환 리사업의 경우 정

기 으로 의사의 진단  처방하에 약이 투약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2.2. 일상생 지원 스 

2.2.1.송 서비스 확  필요

서비스 근성이 떨어지는 농 지역에서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이동은 더

욱 제한될 수밖에 없다.외출을 지원할 수 있는 송 서비스가 가장 필요한 

것이다.지역사회가 보유한 자원을 활용하여 노인 송 서비스 체계를 구축

할 필요가 있다.지역사회 자원 사조직 활용,기존 통학버스 등의 교통서비

스 확 ,사회 기업·동조합 형태의 지역사회 운송시스템 구축 등 지역사

회 여건에 합한 다양한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앞서 제시한 옥천군 안남

면 마을순환버스나 아산시 수요응답형 마 택시 사례나 아래의 여성의용소

방  이송 사단 등이 좋은 가 될 것이다.

36강릉시보건소는 내 보건진료소와의 유기 인 조체계를 토 로 노인웃음치

료 로그램을 보건소에서 개발하여 보건진료소에 보 하 다.
37일반농어 이나 도농복합지역에 비해 벽·오지 보건진료소장은 1순 로 진료사

업 강화를 선택한 비율이 일반농어 이나 도·농복합지역에 비해 상 으로 

높았다.의료서비스의 근성이 열악한 벽·오지의  상황을 보여 주었다<부록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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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동남소방서,공주소방서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여성의용소방 에서 이

송 사단을 운 하고 있다.만성질환자 등 생활불편 소외계층  비응  환자만을 

상으로 사  약제 방식으로 이송서비스를 제공한다.소방서나 119 는 각 할 

의용소방 로 연락하여 약·수하며 이송 차량은 의용소방 원 보유 자체 승용차·

승합자 혹은 의용소방  순찰차량 등을 활용한다.

2.2.2.공동 식이나 경로식당 서비스 확

농 지역 노인에게 식사지원서비스가 확 될 필요가 있다.본 연구조사결

과에 의하면,의료서비스나 건강 리 로그램보다 식사지원서비스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의성군 경로당 이용 노인 인터뷰 결과에서도 부분의 여

성노인은 식사 비를 지원받고 싶어 하 다.

농 노인의 식사지원서비스는 집으로 도시락이나 반찬을 배달하는 서비스

보다 공동 식이나 경로식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식사배달

에 의존하는 노인일수록 식사가 불규칙한 것으로 보아 혼자 집에서 식사를 

하게 되면 불규칙해질 수 있다.어느 정도 거동이 가능한 노인을 집 밖으로 

나오게 하는 로그램이 필요하다.식사를 하러 나오려면 최소한 세면과 옷

단장을 해야 하고,밖에서 이웃이나 친구들과 가벼운 인사라도 나  수 있기 

때문에 정신건강 측면에서도 이롭다.

부분 지자체에서 경로식당 운 을 무료 식에서 일정 액(1,000원∼

2,000원)을 부담하도록 환하 다.381회 식사비용으로 1,000원은 은 액

이지만,특정한 소득이 없는 농 노인의 경우 주 5회 식사를 할 경우 5,000원

을 부담해야 한다.지속 으로 이용하기엔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다.결국 경

로식당에서 먹는 식사가 유일하게 제 로 된 한 끼 식사인 소득 노인들은 

38비용을 부담하도록 환한 이후 오히려 무료일 때 이용하지 않던 노인은 이용

하고, 소득 노인들은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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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이용에서 배제되는 결과가 래되고 있다.

보건진료소가 치한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들은 복지기  등에서 운 하

는 경로식당까지 이동하기가 쉽지 않다.경로당이나 마을회  공동 식은 

이용에 제한이 없지만, 소득층 노인은 이용을 꺼리는 경향이 있다39. 재 

경로당 공동 식은 이용 노인들  상 으로 나이가 은 노인이 주로 식

사 비를 하고 있다.이들은 주·부식비 부담보다는 식사 비 자체를 부담스

러워하고 있었다.따라서 식사지원도우미를 1일 2시간 정도씩 직  견하

거나 지역사회 차원에서 공동으로 반찬을 비하여 제공하는 형태의 서비스

를 고려해 볼 수 있다. 한 공동 식 비 시 반찬서비스 이용 의사가 있는 

노인 숫자를 반 하여,귀가 시 반찬을 집으로 가져가서 다음날 아침이나 이

후에 먹을 수 있도록 할 수 한다.노인의 식사지원은 식사 비 지원이나 식

사 제공을 넘어서 노인의 건강상태나 질병 등을 고려한 식단이 함께 제공되

어야 한다.

2.2.3.목욕시설 지원

농 노인의 주거환경에서 욕조를 갖춘 주택은 드물다. 한 허약노인들은 

혼자 집에서 목욕하는 것이 쉽지 않다.추운 겨울 따뜻한 물에 목욕하는 것

은 건강에 도움이 되며,집안에만 갇  지내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게 외출

의 기회가 되기도 한다.공 목욕장 신축비용은 3억 원 정도 소요된다. 남 

장성군 북이면 사례의 경우 남탕과 여탕을 따로 설치하고,주 3일 운 하고 

있다.건립비용을 이기 해 규모를 축소하여 탕 1개를 남탕 주 3회,여탕 

주 3회 운 하는 방안도 있다.혹은 마을 단 의 소규모 목욕시설 설치도 가

능할 것이다.남해군 설천면 정태마을에서는 지자체 지원으로 찜질방을 건

립하여,주민 자치 으로 운 하고 있다.운 비는 회원제로 이용 주민들이 

39경로당 운 비로 자녀들이 후원을 하거나,가끔 부식비 등을 내놓을 형편이 되

지 않는 노인들은 타인의 시선이 신경쓰여 이용을 꺼리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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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만 원씩 회비를 내서 충당하고 있다.노인들은 건강증진에 큰 도움이 된

다고 하 다.

2.2.4.재가노인지원서비스의 확

재 운  인 재가노인지원서비스를 확 할 필요가 있다.일상생활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허약노인들은 구나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필요

하다.다만 산상의 한계로 노인돌 종합서비스와 같이 소득수 에 따라 

차등 지원되는 체계를 고려할 수 있다.기 상 조사결과에 의하면,서비스

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수 기 이나 장기요양등  정기  등을 충족하

지 못하여 사각지 에 놓인 노인들이 체 서비스 의뢰자 에서 평균 10%

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가노인복지시설 조사에서 사각지 를 양산하는 주요 이유로 다음과 같은 사

항을 지 하 다.

-부양의무자 의무자 기 에 의해 소득 부 격으로 서비스 이용 제한

-건강수 이나 일상생활 상태로는 서비스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등  정에

서 탈락하는 경우

-교통이 불편하거나 원거리 거주자인 경우

-본인부담 이 부담스러워 서비스 이용을 못하는 경우

- 상자 선정 기 이 소득수  주로 되어 있어 소득 일반가구의 서비스 이

용이 제한되는 것 등

노인장기요양제도의 등 완화,노인돌 종합서비스 지원규모 확  등과는 

별개로 농 지역에서는 등 외 허약노인들이 욕구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필요하다.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식사 비나 청소 등의 가사지원

은 주 1∼2회,외출이나 장보기 등의 외부활동지원은 월 1∼2회 정도 필요시

에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이는 노인돌 종합서비스보다 서

비스 양이 지만,안부확인을 목 으로 하는 노인돌 기본서비스보다는 일

상생활 지원을 강화한 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일시 인 요양이 필요한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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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한 로그램이나 주 1∼2회 가사지원도 필요할 것이다.이러한 부분

을 재가노인지원서비스가 충족시켜야 한다.

한,지역  특성에 맞는 차별화되고 다양한 재가노인지원 로그램 개발

이 필요하다.경증 장애노인들에게 필요한 보조기구 제공,노인성 질환을 조

기에 발견하는 등 건강 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교육,노인건강 련 

로그램 등이 다양해질 필요가 있다.

2.3. 허약노인에게 합한 건강증진프 그램 개발

지역사회 거주 허약노인을 상으로 한 건강증진 로그램은 체계 으로 

운 되지 못하고 있다.일반 성인에게 용하는 만성질환 방용 건강증진

로그램만이 용되거나 건강노인을 상으로 한 운동 로그램이 주를 이

루고 있다.건강상태가 좋은 노인들을 상으로 한 로그램(달리기,등산,

자 거,게이트볼 등)이 부분이므로 몸이 불편한 노인들에게 합한 운동

로그램이 부족하다.기능이 하된 허약노인들의 경우 운동 로그램에 참

여할 수도 없고,참여할 경우 오히려 신체에 부담을 래할 수 있다.건강수

에 따른 맞춤형 로그램이 필요하다.

노인의 의료정보이해능력40에 합한 방식으로 건강 련 정보를 제공하

는 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보건소에서 진행하는 한국인을 한 식생활

지침 등에 의한 양교육사업은 일반 성인 상 교육 내용과 방식으로 노인

40AdCHLCSA(1999)에 의하면,의료정보이해능력(healthliteracy)은 “보건의료서

비스 제공자와 원활한 의사소통과 치료  검사지침,약물복용,건강행  등에 

필요한 기본 인 개인의 능력”을 말한다.의료정보이해능력이 낮으면 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클 뿐 아니라 불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하

거나 서비스를 비효율 으로 이용함으로써 의료비용 지출은 증가하고, 정수

의 진료는 받을 수 없는 결과를 래하기도 한다(Howard,Gazmararian,&

Parker,2005;박지연· 경자,2011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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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도 실시하고 있다.본 조사에 의하면 비만/양  식생활개선 로그램

의 참여율은 높지 않고,만족도도 조한 것으로 나타났다.노인은 보건의료

이용에 한 욕구가 많고 실제 의료이용률도 높지만,정작 자신이 앓고 있는 

질병에 해서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Cutilli,2007).특히 노인이 앓고 있

는 만성질환은 질병 리에 한 극 인 참여와 책임이 요구되는 자기 리

가 요하다(박지연·경자,2011;김정수,2011).

농 노인들은 경로당이나 마을회  등에서 운 되는 여가활동의 일환으로

서의 운동이나 체조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부이다.노인맞춤형 운동처방

서비스 매뉴얼(2010)은 고 압,당뇨병, 염,비만,낙상 등 질환별로 노인

들에게 합한 운동을 제시하고 있다.농  경로당이나 마을회 ,보건진료

소에서 운 하는 노인 운동 로그램 개발 시 반 되어야 한다.41

2.4. 보건복지 연계 체계 구축

보건진료소는 의료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므로 가사지원서비스의 부족함을 

크게 느끼는 반면,재가노인복지시설은 상 으로 문의료서비스의 필요

성이 더 크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1).보건진료소에서 가정방

문 등을 통해 노인을 보살피는 과정에서 가사지원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단

되는 경우 재가노인복지시설이나 면사무소 사회복지담당자를 통해 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는 문의료서비스

에 한 욕구가 발생한 경우 보건소나 보건진료소를 통해 서비스가 연계되

어야 한다.

보건복지연계 체계가 상시 으로 운 되기 해서는 지역사회 차원에서 

41 를 들어,아쿠아로빅은 염  근골격계 질환 노인에게 효과 이지만,걷

기와 에어로빅 등은 무릎 염 환자가 제외 상이다.그밖에 수 걷기운동,

짐볼,요가,필라테스 등은 고 압,비만,당뇨병, 상동맥질환,낙상 방 등에 

효과 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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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노인사례 리가 이 지는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보건진료소장과 군

청이나 읍·면사무소 사회복지담당자와의 정기 인 교류가 있어야 하고,보

건진료소장이 지역복지 의체의 실무자,사례 리회의의 문가 등으로 지

역복지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보건복지연계를 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자체 차원에서 지역보건의료계획

과 지역복지계획이 계획수립단계에서부터 연계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2014

년에는 지자체 단 에서 지역보건의료계획(제6기)과 지역복지계획(제4기)이 

수립되어야 한다.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의 도입과 사회복지 달체계 

개편 등과 맞물려 있는  시 에서는 두 계획 간의 연계 필요성이 더욱 

요하게 두된다.별도로 추진되는 두 계획의 추진주체들이 기 계획수립

단계에 계획 간의 연계 필요성을 공감하고,연계가 필요한 부분을 도출한다.

그리고 각자 계획 수립 과정에서 연계 체계가 제 로 구 되고 있는지 몇 차

례 공식 인 회의를 개최하는 등의 노력이 수행되어야 한다.





요약  결론 제6장

1.연구 결과 요약

본 연구에서는 농 노인 에서 허약노인을 연구 상으로 하 다.우선,

도농 간 비교분석을 통해 농 노인의 건강수   건강 리실태를 분석하

다.그리고 농  허약노인의 건강수   건강 리실태를 분석하고, 재의 

건강수 을 최 한 유지하기 해 필요한 서비스 욕구 등을 악하 다.연

구 결과를 토 로 농 지역 허약노인의 욕구와 문제에 기반한 정책과제를 

도출하 다.

제2장에서는 도·농 간 비교를 통해서 농 노인의 건강수 과 건강 리행

태를 살펴보고,농 노인의 건강 련 삶의 질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

하 다.먼  주  건강척도인 건강 련 삶의 질은 농 노인이 도시노인

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하지만 유병상태에 있어서는 농 노인이 도

시노인에 비해 가지고 있는 질병의 숫자는 었으며,정신  건강도 미미한 

수 이지만 농 노인이 도시노인에 비해 양호하 다.농 노인은 유병률과 

스트 스 수 이나 우울감은 도시노인에 비해 낮지만,건강 련 삶의 질이

나 주  건강 인지율은 낮았다.농 노인은 신체 ·정신  건강상태가 도

시노인에 비해 양호함에도 주  건강수 이 낮은 이유는 첫째,농 노인

은 도시노인에 비해 일을 하고 있는 비율이 월등히 높지만 소득수 은 낮다.

다시 말해서 건강상 감당하기 힘들지만 농사일을 해야 하는 농 노인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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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본인이 지각하는 건강수 은 낮아질 것이다.둘째,농 노인의 경우 노

화와 질병과정에 따르는 건강상태 변화를 구분하지 못한 채 견뎌내고 있는 

측면이 있다.특히 경제  어려움이나 보건의료기 의 근성 문제 등으로 

인해 의사 진단 유병률이 다소 낮게 추정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반면 도시노

인에 비해 일상생활 속에서 느끼는 상  박탈감이 기 때문에 주  스

트 스는 다소 낮을 수 있다.

흡연,음주,신체활동,식생활,필요 의료서비스 이용 등 건강 리행태에 

해 도농 간 비교 분석한 결과,농 남성노인의 흡연율은 29.0%로 도시 

남성노인 24.8%에 비해 다소 높지만,여성노인의 흡연율(도시 3.9%,농  

4.1%)은 지역 간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험음주는 농  

남성노인 13.7%,여성노인 1.4%이며,도농 간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필

요의료서비스 이용에 있어서는 농  남성노인의 11.0%,여성노인의 17.8%

가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경험이 있으며,특히 85세 이상 농

 여성노인의 미수진 경험률은 21.5%에 이르 다.신체활동의 경우,농

노인은 고신체활동군에 속하는 비율이 상 으로 높고,신체활동을  

하지 않는 비율도 높았다.농사일로 인한 직업활동이 포함되었을 것으로 보

인다.신체활동을  하지 않는 농 노인의 운동능력을 살펴본 결과,남성

노인의 경우 걷는데 지장이  없는 이들이 42.5% 지만,여성노인은 

26.6%에 그쳤다.반면에 여성노인은 걷는데 다소 지장이 있는 이들이 65.6%

로 운동능력 하로 인해 신체활동에 제한을 받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한 식생활에 있어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충분하고 다양한 음식을 

섭취하는 비율이 낮아졌다.식생활의 경우 1인 가구가 특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의 건강 련 삶의 질에 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에서는 남성노인에 

비해 여성노인이,연령이 증가할수록,최종학력이 낮을수록,국민기 생활수

자일수록,만성질환이 많을수록 건강 련 삶의 질은 낮아졌다.반면에  

건강증진을 해 연하거나,신체활동을 많이 할수록,다양하고 충분한 식

사를 섭취할수록, 한 의료서비스가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는 노인일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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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련 삶의 질은 높아졌다.그리고 도시노인에 비해 농 노인의 건강 

련 삶의 질은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3장에서는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농  허약노인의 건강수 ,건강

리행태,생활환경,건강 련 서비스 이용 황을 분석하 다.농  허약노

인의 건강수 은 남성 34.5%,여성 40.8%는 3개 이상의 복합질병을 갖고 있

으며, 반 이상이 고 압과 염을 갖고 있다.85세 이상 노인 에서 치

매노인은 남성 16.7%,여성 14.9%이다.당뇨는 74세 미만 연소노인의 유병률

이 고령· 고령노인에 비해 높았다.시력·청력·작기능에 불편이 없는 노인

은 남성 34.5%,여성 27.7%인데,그 에서도 작기능과 시력 하로 불편

을 겪는 노인의 비율이 청력 하로 불편을 겪는 노인에 비해 높았다.IADL

8개 항목 모두를 혼자서 수행 가능한 노인은 45.9%이고,1개 항목 이상 

인 도움이 필요하거나 불가능한 노인은 19.7%에 이르 다.남성노인은 청소,

식사 비,빨래 등의 도움이 필요한 비율이 높은 반면 여성노인은 교통수단

을 이용한 외출이나 장보기, 화 받고 걸기 등에서 남성노인에 비해 도움이 

필요한 비율이 높았다.교통수단이 지원되지 않으면 외출이 불가능한 노인

은 남성 5.5%,여성 6.8%에 이르 다.평소 건강상태가 좋다고 생각하는 노

인은 남성 18.6%,여성 10.1%이었다.일상생활 에 스트 스를 많이 느끼는 

노인은 남성 24.2%,여성 31.0%이고,최근 1년 동안 우울감을 경험한 노인은 

남성 19.0%,여성 34.3%이었다.여성노인의 우울감 경험률이 더 높으며,부

부가구나 결혼한 자녀가족과 동거가구 노인이 단독가구나 조손가구,미혼자

녀 동거가구 노인에 비해 우울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 리행태는 식생활에 있어서 24.3%의 노인은 세 끼 식사를 규칙 으

로 하지 않았다.평상시 집에서 스스로 식사를 해결하는 노인은 67.6%에 그

쳤다.부부가구에 비해 단독가구의 불규칙성이 높고,도시락·반찬배달서비스

를 받는 노인의 경우 다른 노인들에 비해 식사가 불규칙하 다.농  허약노

인이 지원받고 있는 서비스로는 경로당이나 마을회  공동 식(38.9%)과 반

찬배달(29.4%)이 가장 많았으며,다음으로 도시락배달(11.7%),복지  등에서 

운 하는 경로식당(9.4%)순이었다.운동의 경우 32.2%는 평소에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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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하고 있지 않고,28.1%는 본인의 운동량이 부족하다고 생각하 다.농사

일에 부담을 매우 많이 느끼는 노인이 남성 27.2%,여성 40.1%이었고,농사

일에 부담을 느낄수록 본인이 인지하는 운동량이 어드는 경향을 보 다.

농 노인의 신체활동은 운동과 농사일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다.그리고 

농 노인은 건강증진에 가장 도움이 되는 행 는 ‘끼니를 거르지 않고,음식

을 당량 골고루 먹고’,‘내 힘에 맞게 일하는’것이라고 생각하 다.건강 

련 교육이나 로그램에 참여하고,안마기나 치료기 등 운동기구 사용이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매우 낮았다.

주거환경은 30년 이상 된 주택에 거주하는 노인이 45.3%이었으며,겨울에 

춥고(36.0%),화장실이 밖에 있고(17.5%),문턱이나 계단이 높아서(13.1%)불

편한 것으로 나타났다.자녀들과의 교류는 부분 주 1회 정도 안부 연락하

고 명 이나 생일에 방문하는 정도 다.이웃과의 계에 한 만족도가 자

녀 계 만족도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 련 서비스 이용에 있어서는 돌 서비스 이용률은 18.0%이었으며,

등 외 A는 62.8%,등 외 B는 56.4%만이 돌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건

강 리 로그램은 반 정도의 노인이 참여 경험이 있으며,주로 운동

(26.7%),만성질환 리(26.7%),정신보건(19.2%) 로그램 등에 참여하 다.

제4장에서는 노인 건강증진 련 정책 황과 문제 을 살펴보았다.먼  

노인 건강증진 련 정책은 노인돌 서비스와 질병 방  건강생활 실천

서비스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노인돌 서비스에는 노인의 건강수 에 따

라 노인장기요양,노인돌 종합서비스,노인돌 기본서비스가 있으며,사각

지 를 보완하기 한 서비스로 노노 어와 재가노인지원서비스가 있다.질

병 방  건강생활 실천서비스에는 노인운동 로그램,노인 맞춤형 운동

처방 서비스,맞춤형 방문건강 리 서비스,노인 건강진단,치매검진사업 등

이 있다.

건강수 과 소득수 에 따라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건강 련 서비스

가 달라지면서,사각지 가 발생하고 있다.장기요양 등 자 에는 국민기

생활수 자가 아닌 경우 본인부담액에 한 부담으로 인해 서비스 이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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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을 받는 노인이 있다.노인돌 종합서비스는 지자체별로 서비스 총량이 

제한되거나 본인부담액의 부담으로 인해 등 외자 에서 이용률이 30%수

(2013년 1월 기  4만 1,100명)에도 못 미치고 있다.노인돌 기본서비스는 

안 확인 차원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로 일상생활지원서비스라고 보기 어렵

다.노노 어는 노인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연  지원되지 않고,서비스 

상자가 2012년 한 해 동안 총 1만 5,600여명 정도로 많지 않다.재가노인지원

서비스는 2012년 말 기 으로 2만 3,511명이 이용하 다.노인돌 종합서비

스,노노 어,재가노인지원서비스의 총량을 합쳐도 8만여 명으로 등 외자 

노인 숫자(15만여 명)의 반 정도 수 이다.

농 노인 건강증진 련 추진 사례로 노인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장성군 북

이면 공 목욕장,옥천군 안남면 마을순환버스,아산시 수요 응형 마 버

스·수요응답형 마 택시 등을 소개하고,노인건강증진을 지원하는 경남 건

강 러스 행복 러스 사업,강릉시 보건소-보건진료소 원격진료시스템을 살

펴보았다.그리고 보건복지 연계 강화 사례로 양평군 행복돌 과를 소개하

다.장성군 북이면 공 목욕장은 면 지역에 공 목욕장을 설치하여 욕실

이 없는 주택에 거주하는 노인들이 읍내까지 이동하지 않고,목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집 안에만 있던 노인들이 외출을 하게 되었으며,목

욕과 함께 운동이나 검진·진료 로그램과 연계함으로써 노인 건강증진에 

도움이 될 것이다. 한 교통 소외지역에 거주하는 노인들에게 교통 이

용 시 불편을 해소하기 한 사례로 옥천군 안남면 마을순환버스와 아산시 

마 버스·마 택시를 살펴보았다.그리고 역 자치단체 차원에서 건강취약

지역을 선정하여 건강의 문제를 개인의 문제가 아닌 지역의 문제로 인식하

고 주민 스스로 지역 차원에서 개선하고자 시도한 경남 건강 러스 행복

러스 사업을 소개하 다.강릉시 보건소-보건진료소 원격진료시스템은 의료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만성질환 리를 해 지역사회 의료기 이 

연계하여 의료서비스 근성을 향상시켰다.양평군 행복돌 과는 국 최

로 주민복지과의 통합사례 리  서비스 연계를 하는 무한돌 센터와 보건

소 방문간호 을 한 부서로 통합한 것이다.조직체계를 통합하고 물리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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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한 공간에서 근무하게 되면서 실무자들 간 정보 공유가 원활해지면서 주

민들의 복지체감도가 향상되었다.

농 노인들은 운  인 건강증진 로그램을 이용하는 데 지리  근성 

등으로 인해 제약이 따른다.복지 이나 보건소 등에서 운 하는 다양한 

로그램에 참여하기 해서는 교통비와 이동거리가 만만치 않고,경로당에서 

운 되는 로그램은 15명 이상의 참여 인원을 확보하기 쉽지 않아서 실제 

건강증진 로그램이 운 되는 경로당은 많지 않다.건강취약노인 상 로

그램인 노인 맞춤형 운동처방서비스의 경우 수 운동시설을 갖춘 장소에서 

운 되므로 일부 군 지역에서만 이용 가능하다.

농  허약노인의 건강 리실태 분석 결과로부터 농  허약노인 상 건강

증진정책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다.첫째,질병에 한 이해 부족이나 의료

서비스 근성이 열악하여 치료시기가 지연되는 상이 발견된다.당뇨병 유

병률이 연소노인이 고령노인에 비해 높은 것은 질병에 한 이해를 통해 자

기 리교육의 요성을 시사한다. 한 백내장 유병률은 낮으나 시력 하로 

불편을 겪는 노인의 비율이 높은 것은 백내장을 노화로 인한 시력 하로 인

식하고 병원을 찾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둘째,청력 기능이 하된 노인 

에 보청기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잘 들리지 않아서 불편한 노인의 비율에 

비해 보청기를 착용하고 있는 노인의 비율이 낮았다.이는 작기능이나 시각 

등에 불편을 겪는 노인을 한 틀니,돋보기 등은 일부 지원되고 있지만,청

력에 불편을 겪는 노인 상 지원 로그램은 무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셋째,농  허약노인들의 높은 낙상 경험률을 낮추기 한 실내외 보행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넷째,남성 독거노인의 식사 비,청소,빨래 등의 일상생

활활동 수행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다섯째,농  허약노인의 

높은 우울감 경험률을 낮추기 한 정신보건서비스가 필요하다.높은 우울감

은 자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살 방 로그램과 연계할 수도 있

을 것이다.여섯째,경로당이나 마을회 에서 지원되는 공동 식을 늘릴 필요

가 있다.집으로 식사를 배달하는 경우 혼자 먹는 식사라서 불규칙해지기 쉽

고,집 밖으로 나오는 것 자체가 정신건강에 이로운 측면이 있다.일곱째,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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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일을 하고 있는 노인들을 한 건강증진 로그램이 필요하다.농어업인안

보건센터에서 농작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근골격계질환 등에 효과 인 로그

램을 개발하고,농사일을 하는 시간 를 피해서 경로당이나 보건소 등에서 운

할 수 있다.여덟째,노인들이 건강증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행 들을 

로그램 개발 시 참고해야 할 것이다.농 노인들은 건강증진 련 로그램 

참여나 운동기구 이용 등보다는 일상생활 속에서 건강한 식습 과 당한 운

동이나 사람들과의 원만한 계를 요하게 생각하 다.

돌 서비스 사각지  노인의 서비스 욕구는 장기요양이나 노인돌 종합서

비스 상자와 유사하지만,필요한 서비스 양에 있어서는 었다.식사 비 

주 2∼3회,청소나 세탁은 주 1회,외출이나 장보기는 월 1~3회,목욕은 월 1

회~주 1회 정도 다.보건진료소와 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들은 농  허약

노인에게 가장 필요한 서비스로는 송 서비스와 식사지원서비스를 꼽았다.

제5장에서는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 로 농  허약노인의 건강증진을 한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 다.기본방향은 농  허약노인 일상생활지원 확

,노인의 특성을 고려한 서비스 개발,보건과 복지 연계 강화 등으로 설정

하 다.추진 략으로 앙정부,지방정부,그리고 지역사회 간의 역할 분담

과 이들 간의 유기 인 연계를 제시하 다.노인건강 련 정책 에서 보편

으로 용되는 보건복지서비스나 제도에 농 노인의 특성을 반 해야 할 

부분은 보건복지부로,농 지역만의 고유한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로 역할

이 분담되어야 한다.그리고 지역별 특성을 반 한 사업은 지방정부나 지역

사회 차원에서 개발되어야 한다.

정책 개선방향으로 보건진료소 기능 환  보강,일상생활지원서비스 

확 ,허약노인에게 합한 건강증진 로그램 개발,보건복지 연계 체계 구

축 등을 제시하 다.보건진료소는 마을의 건강사랑방과 같은 공간으로서 

노인건강 리의 거 기  역할을 해야 한다.이를 해서는 재가노인 방문

인력이 보강되고,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로 이어지는 체계 속에서 유기

인 통합이 이루어져야 한다. 한 보건소  민간의료기 과 연계한 원격

진료시스템을 통해 진료기능을 강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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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서비스,공동 식이나 경로식당,목욕시설,재가노인지원서비스 등 농

노인의 일상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서비스가 확 되어야 한다.지리  

근성이 떨어지는 외딴 마을의 노후한 농 주택에서 거주하는 노인에게 송

서비스나 목욕시설 지원은 일상생활의 기 인 라이다. 한 노인들은 건강

한 식습 을 건강의 최우선 요건으로 꼽고 있으므로,매일 한 끼라도 균형 

잡힌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공동 식이나 경로식당을 확 해야 한다.이는 식

사제공과 함께 집 안에만 있는 노인들을 집 밖으로 나오게 함으로써 정신건

강에도 정 인 향을 미친다.공동 식이 활발하게 이 지는 경로당에서

는 건강증진 로그램 참여율도 높았다.더불어 돌 서비스의 사각지 를 채

울 수 있는 방안으로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의 확 가 고려되어야 한다.

노인 스스로 극 으로 질병 리를 하도록 하기 해서는 학력수 이 낮

은 고령노인의 이해능력에 맞춘 건강정보제공 로그램,건강수 과 생활환

경 등에 합한 운동 로그램 등이 개발되어야 한다.그리고 2014년 지역복

지계획수립과 지역보건계획 수립 시 지역사회 차원에서 보건과 복지 두 

역의 연계가 강화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2.결론  함의

최근 들어 건강노인 상으로 진행되는 각종 운동 로그램이나 장기요양

서비스 이외에 건강과 장애의 간 단계에 있는 허약노인 상의 서비스 필

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노인건강 련 정책은 보건과 복지가 연계될 때 서비

스 효과성이 극 화된다.농  보건복지 달체계 개편 논의에서 노인건강 

련 정책은 보건복지연계 강화를 강조하는 정부 정책 방향 속에서 더욱 가

속될 수 있다.

농 노인은 유병률과 스트 스 수 이나 우울감은 도시노인에 비해 낮지

만,건강의 다차원성을 고려한 건강 련 삶의 질이나 주  건강 인지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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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았다.도시노인에 비해 낮은 학력수 과 소득수 으로 인해 고령임에도 건

강상 감당하기 힘든 농사일을 통해 소득을 확보해야 하며,필요한 의료서비스

를 이용하지 못한 채 질병으로 인한 건강상태 변화를 노화과정으로 인식하며 

견뎌내고 있는 측면이 있다.건강한 식습 이 건강유지·증진에 도움이 된다고 

인식함에도 불구하고,규칙 으로 다양한 음식을 섭취하지 못하고 있다.매일 

한 끼라도 균형 잡힌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공동 식이나 경로식당 서비스가 

확 될 필요가 있다.농  허약노인을 상으로 질병 리가 특별히 요구되는 

부분은 염,당뇨병,백내장이다.높은 염 유병률은 농어업안 보건센

터와의 연계 필요성이 제기되며,74세 미만 연소노인의 높은 당뇨병 유병률은 

질병 리·식이 등의 교육이 시 함을 시사한다.도시노인에 비해 낮은 백내장 

진단율은 시력 하로 불편을 겪는 농 노인을 상으로 한 백내장 검진의 필

요성을 제기한다.농 노인이 일상생활을 수행하는 데 있어 남성노인은 집안 

가사활동에 한 도움이 필요한 반면,여성노인은 외출 등 외부활동 지원이 

필요하다.그밖에 농사일을 하는 노인을 한 건강증진 로그램과 낙상 험

을 이기 한 마을 보행환경 개선이 필요하다.

농  허약노인의 일상생활지원 확 ,노인의 특성을 고려한 건강 리 로

그램 개발,보건과 복지 연계 강화 등을 추진하기 해서는 앙정부,지방

정부,그리고 지역사회 간에 역할 분담과 유기  연계가 필요하다.농  노

인 생활지원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건강 리 로그램 개발은 보건복지부에

서 주체  역할을 수행하고,지방정부나 지역사회는 분 인 서비스 달체

계를 ‘노인’을 심으로 한 보건복지서비스 연계 체계로 구축해야 한다.송

서비스나 목욕시설 지원은 지리  근성이 떨어지는 외딴 마을의 노후한 

농 주택에서 거주하는 노인에게 일상생활의 기 인 라를 제공하는 것이

다.노인 스스로 극 으로 질병 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해서는 학력수

이 낮은 고령노인의 이해능력에 맞춘 건강정보제공 로그램,건강수 과 

생활환경 등에 합한 운동 로그램 등이 개발되어야 한다.건강수 과 소

득수 에 따라 서비스 이용이 제한되는 제도 밖 허약노인이 서비스를 필요

로 할 때 장기요양등 이나 소득수 에 상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돌 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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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가 지역사회 내에서 제공되어야 한다.

향후 보건진료소는 노인건강 리의 거 기 으로서 보건과 복지가 통합된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이를 해서는 재가노인 방문인력이 보강되고,보건소-

보건지소-보건진료소로 이어지는 체계의 유기 인 통합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2014년 지역복지계획수립과 지역보건계획 수립 시 지역사회 차원에서 

보건과 복지 두 역의 연계가 강화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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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설문조사표

보건진료소 이용 노인 현황 및 실태 조사

  안녕하십니까?

  한 농촌경제연 원  무총 실 산하 농업․농촌 정책  개발하는 책연 소로

서, 번에 보건 료소  노  현황 및 실태 련 설문조사  실시하고 습니다. 

하  한 견  농촌노  건강 ·  한 한 정책 수 시 기초 

료로 사 되 니 성실히 답변해 주십시 .

 

   조사에서 하께서 답하신 내  수치화되어 계처 되기 문에 개  

신상 료가 에 노출되는  절  없습니다. 바쁘시 라  성  는 답변   

탁드 니다. 조사에 해 주셔서 심 로 감사드 니다.

2013년 8월

한 농촌경제연 원

1.다음은 귀 기  할지역 인구 황  사업 상자 황에 한 질문입니다.

인구 황
만성질환 리 상자

세 수 인구수 65세 이상 인구수

가구 명 명 명

2.귀 진료소의 1일 이용 주민은 평균 몇 명 정도 됩니까?1일 평균 약 명

2-1)이들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략 몇 명 정도 됩니까?1일 평균 약 명

3.귀 보건진료소에서 노인들에게 주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는 무엇입니까?

① 만성질환 리 ② 응 처치 등 ③ 보건 련 교육

④ 건강증진사업 ⑤ 문화·여가 프로그램   

⑥ 주민 건강 리  휴식공간 제공 ⑦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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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귀하께서는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들 에서 허약하거나 경증 장애를 안고 있는 노

인들에게 필요한 서비스  부족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문 의료서비스 ② 건강 리교육 ③ 건강증진프로그램(운동 등)

④ 가사지원서비스 ⑤ 송 서비스(외출이나 병원 진료 등을 한 교통편의 제공)

⑥ 식사배달  공동 식 지원서비스 

5.귀하께서 기  운 의 애로사항은 무엇이며,개선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유롭게 기술해 주십시오.

6.귀하의 근무경력에 한 질문입니다.

① 보건진료소 총 근무기간 : 년

② 재 보건진료소 근무기간 :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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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노인복지시설 이용 노인 현황 및 실태 조사

안녕하십니까?

  한 농촌경제연 원  무총 실 산하 농업․농촌 정책  개발하는 책연 소로

서, 번에 가노 복 시설  노  현황 및 실태 련 설문조사  실시하고 

습니다. 하  한 견  농촌노  건강 ·  한 한 정책 수

시 기초 료로 사 되 니 성실히 답변해 주십시 .

 

   조사에서 하께서 답하신 내  수치화되어 계처 되기 문에 기

 현황 료가 에 노출되는  절  없습니다. 바쁘시 라  성  는 답변

 탁드 니다. 조사에 해 주셔서 심 로 감사드 니다.

2013년 8월

한 농촌경제연 원

1.다음은 귀 기 의 재 서비스 이용자 황에 한 질문입니다.

○ 체 이용자 황

65세 미만 65～74세 75～84세 85세 이상 계

남성 명 명 명 명 명

여성 명 명 명 명 명

○ 서비스별 이용자 황

장기요양 이용자 황
(등 자)

기타 서비스 이용자 황
(등 외  등 無)

방문 

요양

방문 

목욕

방문 

간호

주야간

보호

재가

노인

지원 

서비스

주야간

보호

노인 

돌  

종합

노인 

돌  

기본

경로 

무료 

식

기타

( )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1-1)귀 기 의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내용에 해 기술해 주십시오(: 반찬 지원,가

사도우미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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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귀 기 은 서비스 의뢰자 에서 서비스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수  기 이나 장

기 요양 등  정 기  등을 충족하지 못하여 사각지 에 놓인 재가노인들에게 충

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부족하다(☞2-1번으로) ② 부족한 편이다(☞2-1번으로)

③ 보통이다 ④ 충분한 편이다 ⑤ 매우 충분하다

2-1)2번 질문에 ① 는 ②에 응답한 경우,어떤 면에서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3.귀 기 의 서비스 의뢰자 에서 서비스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수  기 이나 장

기 요양 등  정 기  등을 충족하지 못하여 사각지 에 놓인 어르신들은 어느 

정도 입니까? 체 서비스 의뢰자 에서 명 정도 (혹은) %정도

(☞1명 혹은 1% 이상이라고 응답한 경우 3-1번으로)

(☞0명 혹은 0%라고 응답한 경우 4번으로)

3-1)3번 질문에 1명 는 1%이상이라고 응답한 경우,이 어르신들께서 사각지 에 

놓이게 되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자유롭게 기술해 주십시오.

4.귀하께서는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들 에서 허약하거나 경증 장애를 안고 있는 노

인들에게 필요한 서비스  부족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한 가지만 선

택해주십시오.

① 문 의료서비스 ② 건강 리교육  ③ 건강증진프로그램(운동 등)

④ 가사지원서비스  ⑤ 송 서비스(외출이나 병원 진료 등을 한 교통편의 제공)

⑥ 식사배달  공동 식 지원서비스 ⑦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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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귀하께서는 건강문제를 안고 있는 농  재가노인들을 해 행 제도  정책에

서 개선해야 할 부분이나 나아갈 방향 등에 한 의견이 있으시면,자유롭게 기

술해 주십시오.

※ 귀 기 의 일반  황에 한 질문입니다.

설립년도 년도

운 주체
① 사회복지법인

② 사단법인

③ 종교법인  

④ 재단법인

⑤ 지자체

⑥ 기타( )

직원수 체       명  (① 정규직 명,② 비정규직(계약직)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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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노인 건강관리실태 조사표 

  안녕하십니까?

  한 농촌경제연 원  나라 농업과 농촌  발전  한 종합적 연  수행

하는 정 출연 연 기 로서, 련 정책  개선, 안 등에 기여하고 습니다.

  번에 저희 연 원에서는『농촌노  건강 실태 및 정책과제』연  수행하

고 는 바, 농촌노  건강 실태에 한 정보  얻고  설문조사  실시하게 되

었습니다.

  본 설문조사  결과는 농촌노  건강  정책 제안  한 기초 료로 활 될 것

니다. 계법 제33조에 거하여 개별기  및 답 에 한 모든 사항  철저하

게 비밀 보 되며, 연  목적 에는 절 로 사 되  않  것  약속드 니다. 

바쁘시 라  빠짐없  답해 주시기  간곡히 탁드 니다. 단히 감사합니다.

2013년 8월 한 농촌경제연 원

1.다음은 어르신의 일상 활동에 한 질문입니다.

1-1)어르신께서는 집안의 일상 인 청소나 정리정돈,침구정리,설거지 등을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 혼자서 하실 수 있으십니까?

① 도움 없이 혼자서 집안일을 할 수 있다

② 집안일을 할 때 부분 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

(걸 질은 못해도 빗자루질은 할 수 있거나,남의 도움을 받으면서 함께 설거지나 정리정돈을 할 수 

있는 경우,이불이나 가벼운 것은 개지만 무거운 것은 갤 수가 없거나,장롱에 올려놓지 못하는 경

우 등)

③ 집안일을 할 수 없어서 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에 의존한다

1-2)어르신께서는 식사 비(음식재료를 비하고,요리하고,상을 차리는 것)를 다른 사

람의 도움없이 혼자서 하실 수 있으십니까?

① 도움 없이 혼자서 밥과 반찬을 하고 상을 차릴 수 있다

② 식사 비에 부분 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

(음식재료만 다른 사람이 비해 주면 혼자 요리하고 차릴 수 있다든지,밥은 혼자 할 수 있으나 반

찬 만들기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든지,반찬은 할 수 없지만 이미 요리된 음식을 데워

서 먹을 수 있는 경우 등)

③ 식사 비를 할 수 없어서 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에 의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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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어르신께서는 빨래(손으로 빨든 세탁기를 이용하든 상 없이,세탁 후 어 말리는 것 

포함)를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혼자서 하실 수 있으십니까?

① 도움 없이 혼자서 할 수 있다(세탁기를 이용해 빨래해도 무 함)

② 빨래를 할 때 부분 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

(큰 빨래는 못해도 속옷이나 양말 정도는 빨 수 있거나,빨래는 하지만  수 없는 경우 등)

③ 빨래를 할 수 없어서 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에 의존한다

1-4)어르신께서는 걸어서 갔다 올 수 있는 상 이나 이웃,병원, 공서 같은 곳

의 외출을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 혼자서 하실 수 있으십니까?

① 도움없이 혼자서 가까운 곳은 외출할 수 있다

(외출할 때 지팡이나 휠체어 등 보조기구를 사용해도 무방)

② 혼자서는 외출을 못하지만 도움을 받으면 외출할 수 있다

(보행시 부축,휠체어에 태워 주면 혼자 외출할 수 있는 경우 등)

③ 도움을 받아도 외출을  하지 못한다

1-5)어르신께서는 버스나 기차,택시 혹은 승용차 등을 타고 외출을 할 때 남의 도

움 없이 혼자서 하실 수 있으십니까?(도움이란 부축을 받아 차에 타고 내리거나 남과 동행하는 것을 

말함)

① 도움 없이 혼자서 모든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다

(택시나 승용차는 도움 없이 혼자서 이용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함)

② 버스나 기차를 이용할 때에는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

③ 택시나 승용차를 이용할 때에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

④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도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없거나 남의 등에 업히거나 들

것에 실려야만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다

1-6)어르신께서는 사고 싶은 물건을 사려고 상 에 갔을 때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혼자서 구입하십니까?

① 도움 없이 혼자서 필요한 물건을 모두 구입할 수 있다

② 한두 가지 물건은 혼자서 구입할 수 있으나,여러 가지 물건을 살 때는 다른 사람의 도

움이 필요하다

③ 어떠한 물건을 사든지 다른 사람이 동행해 주어야 한다

④ 쇼핑을  할 수 없으며,다른 사람이 필요한 물건을 신 사다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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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어르신께서는 화를 걸고 받는 일을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 혼자서 하실 수 있

으십니까?

① 혼자서 화번호를 찾고  화를 걸 수 있다

② 알고 있는 화번호 몇 개만 걸 수 있다

③ 화를 받을 수는 있지만 걸지는 못한다

④ 화를 걸지도 받지도 못한다

1-8)어르신께서는 약을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 혼자서 잘 챙겨 드실 수 있으십니까?

① 제 시간에 필요한 용량을 혼자 챙겨 먹을 수 있다

② 필요한 양의 약이 먹을 수 있게 비되어 있으면,제 시간에 혼자 먹을 수 있다

③ 약을 먹을 때마다 다른 사람이 항상 챙겨 주어야 한다

2.다음은 어르신의 건강상태에 한 질문입니다.

2-1)어르신께서는 평소에 본인의 건강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좋음 ② 좋음 ③ 보통 ④ 나쁨 ⑤ 매우 나쁨

2-2)어르신께서는 같은 연령  노인들과 비교할 때 본인의 건강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동년배 노인에 비해 훨씬 좋다 ② 동년배 노인에 비해 조  더 좋다

③ 거의 비슷하다 ④ 동년배 노인에 비해 조  더 나쁘다    

⑤ 동년배 노인에 비해 훨씬 나쁘다

2-3)어르신께서는 작년(지난 1년 )과 비교하여 재 당신의 건강은 어떤 상태라

고 생각하십니까?

① 작년보다 훨씬 좋다 ② 작년보다 조  더 좋다

③ 거의 비슷하다 ④ 작년보다 조  더 나빠졌다

⑤ 작년보다 훨씬 나빠졌다

3.어르신께서는 평소 일상생활 에 스트 스를 어느 정도 느끼고 계십니까?

① 단히 많이 느낀다 ② 많이 느끼는 편이다

③ 조  느끼는 편이다 ④ 거의 느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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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어르신께서는 최근 1년 동안 연속 으로 2주 이상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슬 거나 망감 등을 느낀 이 있으십니까? ① ② 아니오

5.어르신께서는 최근 2년 동안 건강에 특별한 문제는 없으나 건강상태를 알아보기 

해 건강검진을 받은 이 있으십니까? ① ② 아니오

6.어르신께서 재 앓고 계신 질병에 해 말 해주십시오.

⓪ 앓고 있는 질병 없음(☞7번으로)

6-1)앓고 있는 질병 6-2)약 복용 여부 6-3)약을 받는 곳

① 고 압
① 복용함(☞6-3번으로)

① 병원·의원 ② 보건소

③ 보건지소 ④ 보건진료소

⑤ 기타( )

② 약을 복용하지 않음

② 당뇨
① 복용함(☞6-3번으로)

① 병원·의원 ② 보건소

③ 보건지소 ④ 보건진료소

⑤ 기타( )

② 약을 복용하지 않음

③ 뇌졸증
① 복용함(☞6-3번으로)

① 병원·의원 ② 보건소

③ 보건지소 ④ 보건진료소

⑤ 기타( )

② 약을 복용하지 않음

④ 염
① 복용함(☞6-3번으로)

① 병원·의원 ② 보건소

③ 보건지소 ④ 보건진료소

⑤ 기타( )

② 약을 복용하지 않음

⑤ 요실
① 복용함(☞6-3번으로)

① 병원·의원 ② 보건소

③ 보건지소 ④ 보건진료소

⑤ 기타( )

② 약을 복용하지 않음

⑥ 암
① 복용함(☞6-3번으로)

① 병원·의원 ② 보건소

③ 보건지소 ④ 보건진료소

⑤ 기타( )

② 약을 복용하지 않음

⑦ 심장질환
① 복용함(☞6-3번으로)

① 병원·의원 ② 보건소

③ 보건지소 ④ 보건진료소

⑤ 기타( )

② 약을 복용하지 않음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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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앓고 있는 질병 6-2)약 복용 여부 6-3)약을 받는 곳

⑧ 만성 호흡기 질환
① 복용함(☞6-3번으로)

① 병원·의원 ② 보건소

③ 보건지소 ④ 보건진료소

⑤ 기타( )

② 약을 복용하지 않음

⑨ 심부
① 복용함(☞6-3번으로)

① 병원·의원 ② 보건소

③ 보건지소 ④ 보건진료소

⑤ 기타( )

② 약을 복용하지 않음

⑩ 폐결핵
① 복용함(☞6-3번으로)

① 병원·의원 ② 보건소

③ 보건지소 ④ 보건진료소

⑤ 기타( )

② 약을 복용하지 않음

⑪ 백내장(녹내장)
① 복용함(☞6-3번으로)

① 병원·의원 ② 보건소

③ 보건지소 ④ 보건진료소

⑤ 기타( )

② 복용하지 않음

⑫ 치매
① 복용함(☞6-3번으로)

① 병원·의원 ② 보건소

③ 보건지소 ④ 보건진료소

⑤ 기타( )

② 약을 복용하지 않음

⑬ 기타( )
① 복용함(☞6-3번으로)

① 병원·의원 ② 보건소

③ 보건지소 ④ 보건진료소

⑤ 기타( )

② 약을 복용하지 않음

7.다음은 치아  감각기능에 한 질문입니다.

7-1)어르신께서는 돋보기/안경을 사용하고 계십니까? ①    ② 아니오

7-2)어르신께서는 잘 보이지 않아서 일상생활 속에서 불편하십니까?

(돋보기/안경을 사용하시는 경우는 낀 상태에서 느끼시는 것임) ①    ② 아니오

7-3)어르신께서는 보청기를 사용하고 계십니까? ①    ② 아니오

7-4)어르신께서는 잘 들리지 않아서 일상생활 속에서 불편하십니까?

(보청기를 사용하시는 경우는 낀 상태에서 느끼시는 것임) ①    ②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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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어르신께서는 틀니를 끼고 계십니까? ①    ② 아니오

7-6)어르신께서는 음식을 씹는 데 불편하십니까? ①    ② 아니오

(틀니를 사용하시는 경우는 낀 상태에서 느끼시는 것임)

8.어르신께서는 지난 1년 이내에 미끄러지거나 걸려서 넘어진 이 있습니까?

①    ② 아니오

9.어르신께서는 평소에 본인의 운동량(걷기,달리기,등산,자 거,게이트볼 등)은 어떻

다고 생각합니까?

① 충분한 편이다 ② 보통이다

③ 부족하다(☞9-1번으로) ④ 운동은  못한다(☞9-1번으로)

9-1)9번 질문에 “③부족하다” 는 “④운동은  못한다”에 응답한  경우,평소에 

본인이 운동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한 가지만 골라주십시오.

① 시간이 없어서 ② 몸이 불편해서

③ 운동할 만한 장소가 없어서 ④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⑤ (농사)일로 피곤해서 ⑥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⑦ 기타( )

10.어르신께서 최근 1년 동안 참여한 건강 리 로그램을 모두 선택해주십시오.

⓪ 없음(☞11번으로)

① 연 ② 주 ③ 운동 ④ 비만/양과 식생활개선 

⑤ 만성질환 리(당뇨,고 압,뇌졸 , 염,골다공증,요통 등)

⑥ 정신보건(치매,우울,자살 방,스트 스 리 등)

⑦ 구강보건 ⑧ 사고방지/농부증 ⑨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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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0번 질문에서 참여한 로그램이 있는 경우,그 에서 가장 만족하시는 로

그램에 해 말 해주십시오.

1)프로그램 종류

2)프로그램 장소

① 경로당   ② 보건진료소   ③ 보건지소   ④ 보건소

⑤ 복지기  ⑥ 마을회      ⑦ 읍·면사무소  

⑧ 기타( )

3)프로그램 기간 개월

4)프로그램 횟수 회/주 (혹은) 회/월

5)프로그램 만족도 ① 매우 불만  ② 불만  ③ 보통  ④ 만족  ⑤ 매우 만족

11.어르신께서는 몸이 아 면 주로 이용하는 의료기 은 어디입니까?

① 병원·의원 ② 보건소 ③ 보건지소 ④ 보건진료소 ⑤ 기타

12.어르신께서는 보건진료소를 이용하십니까?

① (☞12-1번으로) ② 아니오(☞13번으로)

12-1)12)번 질문에서 “① ”에 응답한 경우,보건진료소를 이용하시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우선순 로 두 가지를 골라주십시오.1순 : 2순 :

① 만성질환 리를 해

② 경미한 사고  응  상황에 처지를 받기 해

③ 건강증진실에서 운동을 하거나,물리치료장비 등을 활용하기 해 

④ 보건교육이나 상담, 방 종,집단건강검진 등의 서비스를 받기 해

⑤ 문화·크리에이션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해(에어로빅,국선도,요가,난타,노래교실 등)

⑥ 기타( )

13.다음은 평상시 어르신의 식습   식사 비에 한 질문입니다.

13-1)어르신께서는 매일 세 끼 식사를 규칙 으로 하는 편이십니까?

① 매우 규칙 이다 ② 규칙 인 편이다

③ 불규칙한 편이다 ④ 매우 불규칙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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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어르신께서는 평상시 식사 비를 어떻게 하십니까?

① 집에서 밥과 반찬을 비해서 식사한다(☞13-2-1번으로)

② 반찬을 이웃이나 복지  등으로부터 지원받기도 하고,집에서 직  비하기도 한다

(☞13-2-2번으로)

③ 집에서 밥은 비하고,이웃이나 복지  등에서 지원해 주는 반찬으로 식사한다(☞14번으로)

④ 식사·도시락배달서비스(밥과 반찬 지원)를 통해 식사한다(☞14번으로)

13-2-1)13-2)질문에 “①”에 응답한 경우,어르신께서 평상시 집에서 밥과 반찬을 

비해서 식사하실 때,도와주는 요양보호사나 가사지원도우미가 있습니까?

① 있음   ② 없음

13-2-2)13-2)질문에 “①” 는 “②”에 응답한 경우,어르신께서 평소 집에서 직  

비해서 식사할 때 밥상에 올라오는 반찬(국이나 찌개 포함)은 몇 가지 정도 입

니까? 가지

14.다음은 식사지원서비스 이용 황에 한 질문입니다.해당되는 사항을 모두 말

해주십시오(를 들어,경로식당과 공동 식을 이용하시는 경우 두 가지 모두에 

해 말 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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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복지  

(경로식당)

경로당,
마을회
(공동 식)

기타
도시락 배달 반찬 배달 

14-1)

이용여부

① 재 이용

② 미이용

① 재 이용

② 미이용

① 재 이용

② 미이용

① 재 이용

② 미이용

서비스명

( )

☞ 재 이용하는 경우에 한해,14-2번 질문 

☞ 재 이용하는 기타 서비스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가장 자주 이용하는 것 한 가지에 

해서만 말씀해주십시오.

14-2)

이용회수

① 매일

② 주 회

③ 월 회

④ ( )

① 매일

② 주 회

③ 월 회

④ ( )

① 매일

② 주 회

③ 월 회

④ ( )

① 매일

② 주 회

③ 월 회

④ ( )

① 매일

② 주 회

③ 월 회

④ ( )

14-3)

식사에 

한 

만족도

① 매우 불만

② 불만

③ 보통

④ 만족

⑤ 매우 만족

① 매우 불만

② 불만

③ 보통

④ 만족

⑤ 매우 만족

① 매우 불만

② 불만

③ 보통

④ 만족

⑤ 매우 만족

① 매우 불만

② 불만

③ 보통

④ 만족

⑤ 매우 만족

① 매우 불만

② 불만

③ 보통

④ 만족

⑤ 매우 만족

15.다음은 자녀  이웃과의 계에 한 질문입니다.

15-1)어르신께서는 같이 살고 있지 않는 자녀들과 자주 연락하십니까?

① 거의 연락하지 않는다 ② 1년에 1∼2번 정도 연락한다

③ 월 1회 정도는 연락한다 ④ 주 1회 정도는 연락한다

⑤ 거의 매일 연락한다

⑥ 모든 자녀와 같이 살고 있음(같이 살고 있지 않는 자녀 없음)(☞15-3번으로)

⑦ 자녀가 없다(☞15-4번으로)

15-2)15-1)번 질문에서 “①~⑤”에 응답한 경우,같이 살고 있지 않는 자녀들이 어르신

에 자주 찾아옵니까?

① 거의 찾아오지 않는다 ② 명 에만 찾아온다

③ 명 ,생일이나 기념일 등 1년에 5∼6번은 찾아온다

④ 월 1회 정도는 찾아온다 ⑤ 주 1회 이상 방문한다

15-3)어르신께서는 자녀들과의 계에 만족하십니까?

① 매우 불만족       ② 불만족       ③ 보통       ④ 만족       ⑤ 매우 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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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어르신께서는 이웃 주민들과의 계에 만족하십니까?

① 매우 불만족       ② 불만족       ③ 보통       ④ 만족       ⑤ 매우 만족

16.어르신께서는 재 농사일을 하고 계십니까?

① (☞ 16-1번으로) ② 아니오(☞ 17번으로)

16-1)1년  농사일을 하는 기간은 략 몇 개월이십니까? 개월/년

16-2)농사일을 할 때 하루 일하는 시간은 략 몇 시간이십니까? 시간/일

16-3)어르신께서는 농사일이 본인의 건강  신체여건에 얼마나 부담이 되십니

까?

① 매우 많이 부담된다 ② 조  부담되는 편이다 

③ 부담되지 않는 편이다 ④  부담되지 않는다

17.어르신께서 건강을 유지·향상시키는데 무엇이 가장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순 로 2가지를 골라주십시오.1순 : 2순 :

① 내 힘에 맞게 일을 한다 ② 이웃이나 가족들과 잘 지낸다

③ 끼니를 거르지 않고,음식을 당량,골고루 먹는다

④ 될 수 있으면 걷고,나에게 알맞은 운동을 한다

⑤ 건강 련 교육이나 프로그램에 극 으로 참여한다

⑥ 술,담배를 하지 않는다 ⑦ 안마기,치료기 등 운동기구를 이용한다

⑧ 기타( )

18.다음은 노인장기요양  돌 서비스 이용 련 질문입니다.

18-1)어르신께서는 재 노인장기요양 등 이 있으십니까?

① 1등 ② 2등 ③ 3등 ④ 등 외 A

⑤ 등 외 B ⑥ 등 외 C ⑦ 등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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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어르신께서는 재 돌 서비스를 이용하고 계십니까?

① (☞18-3번으로) ② 아니오(☞18-4번으로)

18-3)18-2)번 질문에서 “① ”에 응답한 경우,다음의 돌  서비스 에서 어

르신께서 이용하고 계신 서비스와 서비스 이용 일정에 해 모두 말 해주십시

오.

서비스 구분 이용 횟수 이용 시간

① 방문요양 주 회 일 시간

② 방문목욕 월 회 일 시간

③ 방문간호 주 회 일 시간

④ 주야간보호 주 회 일 시간

⑤ 노인돌 종합서비스(바우처) 주 회 일 시간 (혹은)월 시간

⑥ 노인돌 기본서비스 주 회 일 시간 (혹은)월 시간

⑦ 기타 돌 련 가정방문서비스 주 회 일 시간 (혹은)월 시간

18-3-1)어르신께서는 재 이용하고 계신 돌 서비스가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충분하다 ② 보통이다 ③ 부족하다

18-4)18-2)번 질문에서 “② 아니오”에 응답한 경우,어르신께서는 일상생활지원(식

사 비  청소,외출 지원 등)서비스를 이용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① (☞18-5번으로) ② 아니오(☞19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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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18-4)번 질문에서 “① ”에 응답한 경우,어르신께서는 다음  어떤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으십니까?

서비스 내용
이용 의사

회수(월)
없음 있음

① 식사 비 ① ② 회

② 집안 청소  정리정돈 ① ② 회

③ 세탁 ① ② 회

④ 외출 지원 ① ② 회

⑤ 장보기 ① ② 회

⑥ 목욕 ① ② 회

⑦ 기타( ) ① ② 회

19.어르신께서 재 살고 계신 주택은 언제 지어졌습니까?

① 10년 이내 ② 10∼20년 ③ 20∼30년 ④ 30년 이

20.어르신께서는 재 살고 계신 주택에서 가장 불편한 이 무엇입니까?한 가지만

골라주십시오.

① 겨울에 춥다 ② 여름에 덥다 ③ 화장실 밖에 있다

④ 욕실이 없다  ⑤ 물이 샌다 ⑥ 습기 차고 곰팡이가 핀다

⑦ 문턱이나 계단이 높다 ⑧ 집이 언덕에 있거나 외딴집이라 외출하는 데 불편하다

⑨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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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답자의 일반  특성

성별 ① 남 ② 여  연령 만 ( )세

지  지역(마을)에서 거주한 기간 ( )년

최종학력 (퇴 포함) ① 무학  ② 졸  ③ 졸  ④ 고졸  ⑤ 졸 이상

가구 형태 

① 혼자산다 ② 부부끼리만 산다

③ 결혼한 자녀 가족과 함께 산다 

④ 결혼하지 않는 자녀와 함께 산다

⑤ 손자녀와 함께 산다         ⑦ 기타

직업(본인) ① 농림어업  ② 비농림어업  ③ 무직

가구 월평균 지출액

① 30만 원 미만             ② 30∼50만 원 미만

③ 50∼100만 원 미만        ④ 100∼200만 원 미만

⑤ 200∼300만 원 미만       ⑥ 300만 원 이상

기 노령연  수 여부 ① ② 아니오

국민기 생활수 자
① ② 재는 아니지만,과거에 수  경험 있음

③ 과거에도 수  경험 없음

장애여부(등록 장애인) ① (장애등  정 당시 (만    세)) ②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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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설문조사 자료수집 방법  과정

1.조사도구 개발

본 연구에서는 지역사회건강조사(2010)자료의 2차 분석을 통해 기본 인 

건강수   건강 리실태를 분석하 다.그리고 농 지역 노인 특성을 설

명하기에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설문조사도구 

개발 시 지역사회건강조사 자료에서 분석할 수 없었던 부분을 심으로 다

음의 몇 가지 사항을 고려하 다.첫째,노인의 건강수 을 측정할 수 있는 

IADL이나 치아  감각기능 등을 추가하 다.둘째,지역사회건강조사 자료

에서는 신체활동에 직업상 활동이 포함되므로 농사일에 한 내용을 분리하

여 질문하 다.셋째,농 노인은 경제  어려움으로 인한 식품불안정보다 

식사 비의 어려움 등으로 인한 식생활 문제가 많을 것으로 상되므로,식

생활습   식사 비 등에 해 세 하게 조사하 다.마지막으로 신체활

동은 객  자료(운동량,운동시간 등)에 의해 2차 자료로 충분히 분석할 수 

있으며,음주,흡연 등의 건강행 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므로 조

사에서는 제외하 다.

이상의 내용을 반 하여 다음<부표 1>과 같이 설문지를 구성하 다.



부록122

구분 내용

건강수

신체

건강

유병상태 질병,치아 감각기능

기능장애 IADL,노인장기요양등

주 건강 주 건강상태(동년배/1년 과 비교)

정신 건강 주 스트 스 수 ,우울감 경험

건강 리

행태

식생활 식습 식사 비

의료이용 보건진료소 이용여부 목

운동량 운동량의 충분한 정도,운동 부족 이유

건강 리 로그램 참여 로그램 종류,장소,참여기간 횟수,만족도

건강생활

환경

자녀 이웃 계 연락 빈도, 계에 한 만족도

주거환경 불편한

이용

서비스

식사지원서비스 서비스종류,이용회수,만족도

노인장기요양 등

돌 서비스
서비스종류,이용회수 시간

기타 농사일 연 농사기간,1일 노동시간,신체부담 정도

부표 2-1.설문지 내용 구성

그밖에 설문 조사 상 기 의 황을 악하기 하여 다음과 같이 기

용 설문지를 구성하 다.보건진료소의 경우 할지역 황,진료소 일 평균 

이용 인원,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주요 제공 서비스,기  운  상 애로

사항,개선방안 등을 조사하 다.그리고 재가노인복지시설은 기  이용자 

황,주로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제공하는 서비스의 충분함 여부,복지 사

각지 에 처한 노인 비율,정책  개선방안 등을 조사내용으로 구성하 다.

설문지 안을 토 로 문가간담회(보건진료소장과 재가노인복지센터 원

장 등 4명)에서 설문조사에 포함할 내용을 검토하고,이후 작성된 설문지에 

한 수정보완사항을 수렴하여 최종 확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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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사방법  일정

본 연구에서는 농 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을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이때 보건진료소와 재가노인복지센터를 이용하는 노인을 주 

상으로 설정하면서 해당 기 의 개략 인 황 자료를 함께 수집하 다.조

사는 2013년 8월 7일부터 8월 30일까지 조사 문업체인 마이크로엠 인에 

탁하여 수행되었다.

자료수집은 조사 상기 에 기 별로 노인 상 설문지 5부를 우편발송

하고,해당 기 의 담당자가 설문지를 수령하여 기  이용 노인을 상으로 

면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42각 기 별로 65∼74세(2∼3명),75∼84

세(1∼2명),85세 이상(1∼2명)등 연령 별 분포를 감안하여 조사하도록 요

청하 다.

조사 상 기  선정에 있어서는 국의 보건진료소 1,895개소(2013.3기

)43와 읍·면지역 소재 재가노인복지시설  재가지원서비스 수행기 44118

개소(2012.12.31.기 )를 조사모집단으로 선정하 다.보건진료소장회로부터 

국 보건진료소장회 회장단 주소록을 조 받아서 기 자치단체별로 1개소

씩 115개소를 추출하 다.45한국재가노인복지 회 회원기 을 상으로 조

42설문지 우편 발송 후 면 조사 요청으로 진행된 자료수집과정은 조사방법을 

통제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즉 연구자는 100% 면 조사에 의해 설문조사가 

진행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다.
43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에서 2013년 6월 발행한 ‘ 국 지역보건기 주소록’에 

근거하 다.
44 국에 재가지원서비스 수행 재가노인복지시설은 323개소(2012.12.31.기 )이다.
459개 지회에서 분회장이 없는 제주지역은 제외하 다.분회장은 기 자치단체별

로 1명씩 선정하므로 시·군별로 1개의 보건진료소를 조사 상으로 추출한 것

이다.분회장 운  기  112개소와 분회장이 운 하는 기 은 아니지만,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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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조 공문을 발송하는 과정에서 비회원기  16개소를 제외하고,102개소

를 최종 조사 상기 으로 선정하 다.

　

보건진료소 재가노인복지시설-재가지원서비스

조사
모집단

조사
상

응답
기

응답률
조사
모집단

조사
상

응답
기

응답
률

서울

부산 5 1 1 0.0

구 9 1 1 1 100.0

인천 23 1 1 1 100.0

주 10

8

울산 11

세종 7 1 1 1 100.0

강원 129 13 9 69.2 10 9 6 66.7

경기 161 11 8 72.7 18 16 10 62.5

경남 219 12 11 91.7 13 12 10 83.3

경북 313 20 14 70.0 14 10 8 80.0

남 325 21 13 61.9 15 12 7 58.3

북 237 13 8 61.5 26 24 15 62.5

충남 231 14 7 50.0 15 13 8 61.5

충북 160 11 8 72.7 2 2 2 100.0

제주 47 1

합계 1,895 115 78 67.8 118 102 69 67.6

부표 2-2.조사 상 기 응답률 황

단 :개소,%

2013년 8월 7일부터 20일까지 2주간에 걸쳐 최종 선정된 217개소에 조사 

조 요청 화 연락을 하고,승낙한 기 에 설문지와 답례품46을 발송하

자가 본 연구를 해 방문 인터뷰를 진행한 기  3개소를 조사 상에 포함하

여 총 115개소를 조사 상 보건진료소로 선정하 다.
46응답 노인들에게는 양말,치약  칫솔 등을 사례품으로 지 하고,기 용 설문

지 응답  노인 상 설문조사 조에 한 사례로 기  담당자에게는 소정의 

상품권을 지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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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해당 기간 동안 화통화가 되지 않거나 조사 거 , 화번호 오류  폐

업 등으로 조사 승낙을 득하지 못한 63개소를 제외하고 154개소(보건진료소 

79개소,재가노인복지센터 75개소)로부터 조사 허락을 득하 다. 상 기

에 설문지(기 설문지 1부,노인 상 설문지 5부)와 답례품을 발송하 다.

이  최종 147개소(보건진료소 78개소,재가노인복지센터 68개소)로부터 설

문지가 회수되었다.

최종 우편 발송 후 10일이 경과한 8월 30일까지 최종 조사응답률은 조사 

상 기  217개소 기 으로 67.7%이다.노인 상 설문지는 각 기 별로 5

부(여유분 2부 포함 총 7부)씩 발송하 으나,일부 기 에서는 7부를 모두 작

성하여 147개소로부터 최종 879부가 회수되었다.응답자 체는 지역별로 

골고루 분포하고 있으나,보건진료소 이용노인과 재가노인복지센터 이용노

인의 분포에 차이가 큰 지역이 일부 있다.

　 강원 경기 경남 경북 남 북 충남 충북 기타* 합계

보건

진료소　

48 45 65 80 78 44 38 46 444

10.8 10.1 14.6 18.0 17.6 9.9 8.6 10.4 100.0

재가노인

복지센터

42 58 60 51 43 101 53 12 15 435

9.6 13.3 13.7 11.7 9.8 23.1 12.2 2.7 3.3 100.0

계
90 103 125 131 121 145 91 58 15 879

10.2 11.7 14.2 14.9 13.7 16.5 10.4 6.6 1.8 100.0

* 구,인천,세종시가 해당된다.

부표 2-3.지역별 응답자 분포

단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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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사 상 기  황

3.1. 보건진료소  일반 

보건진료소별 할지역의 인구 황은 평균 392가구(표 편차 313.6가구),

886.3명(표 편차 642.0명)이며,만성질환 리 상자는 평균 115.6명(표 편

차 72.7명)으로 기 별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1일 평균 이용 주민수는 13.1

명(표 편차 5.8명)이며,이들  74.2%는 65세 이상 노인이다.65세 이상 노

인인구 비율이 평균 36.8%인 것과 비교하면,보건진료소이용자  노인 비율

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보건진료소장의 평균 총 근무경력은 24.9년(표 편차 6.4년)이고,  기

 근무기간은 평균 11.2년(표 편차 10.1년)이었다.이들  17.9%는 근무

지 변동없이 계속 한 기 에서 20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소 최 평균 표 편차

인구 황

세 수(가구) 50 1,670 392.7 313.6

인구수(명) 80 3,351 886.3 642.0

65세 이상 인구 비율(%) 16.2 62.0 36.8 9.7

사업 상자 황 만성질환 리 상자(명) 20 326 115.6 72.7

1일 평균

이용 주민

체(명) 5 35 13.1 5.8

65세 이상 인구 비율(%) 40.0 100.0 74.2 13.4

부표 2-4.보건진료소 이용 황

N=78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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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진료소에서 노인 상으로 제공하고 있는 주요 서비스는 만성질환

리 77.6%,건강증진사업 19.4%,보건 련교육 3.0% 등인 것으로 나타

났다.

3.2. 재가노인복지시   일반 

재가노인복지시설의 71.0%는 사회복지법인이며,재단법인이 11.6%등이었

으며,기  운 기간은 10년 이상 24.6%,5∼10년 미만 65.2%등이었다.재가

노인복지시설의 직원 황은 총 직원수는 평균 25.8명(표 편차 17.9명)이고,

비정규직 비율이 평균 57.8%인 것으로 나타났다.직원수가 많을수록 비정규

직이 증가하 다.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체 이용자 황을 살펴보면,75∼84세 노인이 평균 

51.97%로 가장 많고,85세 이상 노인도 26.38%에 이른다.여성노인이 남성노

인에 비해 3배 이상 많다.

남 여 체

평균
비율

표 편차
평균
비율

표 편차
평균
비율

표 편차

65세 미만 1.04 1.56 1.08 1.85 1.81 2.51

65∼74세 6.09 3.87 15.09 8.82 20.77 10.55

75∼84세 12.40 8.86 39.57 11.66 51.97 11.88

85세 이상 5.14 3.52 21.40 12.16 26.38 13.81

체 23.80 11.37 76.20 11.37

부표 2-5.재가노인복지시설 이용자 황

단 :%

2010.2.24.부터 신설된 재가노인복지시설 에서도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를 제공하고 있는 시설을 조사 상으로 선정하 기 때문에 장기요양서비스 

이외에도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방문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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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를 제공하는 기 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노인돌 기본서비스는 기

별로 200명 이상의 독거노인을 상으로 제공된다.노인돌 종합서비스는 

기 별로 부분 50명 이하의 등 외 노인들에게 제공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주야간보호서비스도 등 외 노인들까지 이용하고 있다.

시설수 최소 최 평균 표 편차

장기요양

등 자

방문요양 52 2 84 29.0 17.9

방문목욕 26 2 39 15.9 12.7

방문간호 0

주야간보호 33 1 32 16.2 7.0

등 외

등 無

재가노인지원서비스 66 21 129 79.3 18.1

주야간보호 19 1 32 6.7 7.9

노인돌 종합 39 1 400(86) 47.7 68.7

노인돌 기본 11 17(190) 720 468.9 221.3

경로무료 식 10 7 250 64.7 72.9

부표 2-6.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서비스 제공 황

단 :개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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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탁연구 설문조사(보건진료소 실태조사)결과 요약

1.조사 개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탁의뢰한 ‘농어  취약계층 복지증진을 한 보

건진료소 역할제고 방안’연구에서 2013년 10월 1일부터 18일까지 약 3주간 

진행된 설문조사 결과이다.조사 상자는 국 2,000여 개소 보건진료소장

이었으며,응답율은 7.1%로 총 141명이 설문조사에 참여하 다.응답자의 연

령은 50  이상이 과반 수 이상(63.8%)이었으며,근무지역은 일반농어 이 

63.8%,벽오지가 21.3%,도농복합지역이 14.9%를 차지하 다. 부분(87.9%)

이 기혼이고,보건진료소를 처음 직장으로 선택한 사람이 33.3%이며,보건진

료소 근무 이 에 민간의료기 에서 근무했던 사람이 53.9%이었다. 한 응

답자의 36.2%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었다.향후 보건복지서비

스 연계 시 나타날 수 있는 갈등을 해소하는 매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근무경력 20년 이상인 사람이 63.0%에 이르 다.오랜 기간 근무하

면서 지역사회 주민들과 착된 계를 형성해 왔다는 에서 주민을 조직

해내는 데 수월할 것이다.

설문조사의 내용은 보건진료소 운  황과 서비스 개선 방안,보건복지

서비스 연계에 한 의견 등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었다.조사결과는 다음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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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건진료소 황  욕구

먼  보건진료소 내소환자들의 주요 방문목 에 하여 조사한 결과,

86.5%의 응답자가 1순 로 ‘진료’를 꼽았으며,2순 로는 ‘정기검진’을 가장 

많이 선택하 다.보건진료소 이용환자의 주당 평균 건수는 내소 48.3건,

화상담 13.8건,가정방문 리 11.7건, 화 후 가정방문 7.4건 등으로 직  

면하여 서비스를 제공한 건수가 가장 많았다.아울러 일반농어 과 도농복

합지역의 내소환자  방문 리 건수가 벽오지의 경우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근성에 따른 서비스 이용 빈도의 차이를 짐작해 볼 수 있었다.

보건진료소에 방문할 때 이용하는 교통수단은 도보가 75.9%로 가장 높았

고, 교통이나 자가용 이용은 20%에 못 미쳤다.도보로 이용 가능한 주민

들이 주로 이용한다고 볼 수 있으며,한편으로는 보건진료소가 주민 생활 속

에 해 있는 것이다.보건진료소 소재 지역이 의료취약지역이지만,보건

진료소부터 도보로 이동가능하지 않은 거리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보건진료

소 이용조차도 제약이 따르는 것이다.

주민들의 건강보호를 한 일차보건의료 활동  더 강화해야 할 분야에 

해 1순 로는 만성질환 리(49.7%)가 가장 많았으며,다음으로 진료

(21.3%),노인건강 리(19.2%)순이었다.2순 로는 만성질환 리,건강증진,

노인건강 리가 각각 23.4%로 동일하 다.벽·오지 보건진료소장은 1순 로 

진료사업 강화를 선택한 비율이 일반농어 이나 도·농복합지역에 비해 상

으로 높았다.의료서비스의 근성이 열악한 벽·오지의  상황을 보여 주

었다.

지역 보건의료체계에 있어 가장 큰 문제 은 1순 로 응 환자발생에 따

른 응방안 마련(35.5%)이 가장 많았으며,다음으로 종합 문의료기 의 부

재(21.3%),건강증진서비스 부족(15.6%)순이었다.2순 에는 건강증진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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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부족(31.9%),취약계층 지원 부족(19.2%),응 환자발생에 따른 응방안 

마련(12.8%)순이었다.응 상황 발생 시 긴 히 처할만한 의료시설로의 

근성이 낮다거나 혹은 의료 인력이 부재한 농  지역의 실이 반 된 결

과이다. 한 건강증진서비스나 취약계층의 지원이 필요함을 지 하고 있다.

보건진료소장들이 보건진료소 근무 시 느낀 애로 으로는 여성 단독근무

로 인한 두려움(26.2%)과 의료시설  보건진료 시설의 열악함(26.2%)을 가

장 많았다.2순 로는 장비  물품마련을 한 재원부족(24.1%)과 가구 방

문 시 교통수단에 한 불편(20.6%)을 꼽았다.40  이하는 단독근무로 인한 

두려움 비율이 50  이상에 비해 높고,50  이상은 가구 방문 시 교통 불편

의 비율이 40  이하에 비해 높았다.

3.보건  복지서비스 연계에 한 인식

보건복지서비스 연계에 해서는 부분인 95.7%가 찬성하 다(극 동의 

40.4%,동의 55.3%).서비스 연계 방식은 재와 같이 별도로 근무하면서 각 

담당자의 의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통합’이 67.4%로 가장 높

았고,다음으로 보건  복지서비스 담당자가 한 건물 혹은 같은 시설에서 

근무하며 서비스 제공하는 ‘시설통합’형태를 지지한 응답자는 22.7%이고,

희망복지지원단과 같이 별도의 조직을 만들어 함께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

직통합’은 8.5%에 그쳤다.  정부의 국정공약 이행의 한 형태로 제시된 바 

있는 ‘시설통합’방식은 좀 더 범 한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재고될 필요

가 있다.도농복합지역에서 근무하거나,사회복지사 자격을 보유한 진료소장

의 경우 ‘시설통합’에 지지하는 비율이 높았다.

서비스 연계 상 기 은 주로 보건소/보건지소(37.3%)와 읍면복지담당자

(27.5%)으며,기타 민간기 과의 력을 통한 서비스 연계는 17.1% 다.

업무 연계 경험에 한 만족도는 74.3%가 만족한다고 응답하 지만(다소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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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 33.9%,만족 36.7%,매우 만족 3.7%),25%정도는 만족하지 못하 다.

보건진료소의 재 주요 기능에 있어서 부분은 환자 진료(76.7%) 심

이라고 응답하 으며,보건사업과 복지통합의 기능은 각각 17.7%,3.6%에 그

쳤다.하지만 향후 복지통합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혹은 강화되어야 한다고)

본 경우가 61.7%에 이르 다.

보건진료소와 지역사회와의 연계 정도는 지역 사회와 일정 정도 이상 연

계되어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85.1%(강한 연계 44%,느슨한 연계 41.1%)에 

달했으나,지역 운 의회와의 연계 정도는 비교  약하고,마을건강원과의 

연계 정도도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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