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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농촌에서 노인의 건강과 돌봄은 중요 과제이다. 나이

가 들수록 건강이 악화되어 돌봄이 필요하지만, 그들은 자신의 오랜 삶의 터전

인 지역사회 내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 이러한 노인의 욕구

에 맞추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일상생활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기능장애 농촌노인이 지역사회에서 원

활하게 생활하기 위해서는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제공하는 의료 복지서비스가 

중요하다. 그러나 서비스 자원이 부족하고 이동거리가 긴 농촌의 특성상 기능

장애 농촌노인은 의료 복지서비스 접근성이 낮을 수밖에 없다.

기능장애 농촌노인이 지역사회 내에서 스스로 생활하는 데 필요한 의료 복

지서비스는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이용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그 실태를 살

펴볼 필요가 있다. 이는 현재의 기능장애 농촌노인뿐만 아니라, 나이가 듦에 따

라 신체적 건강 악화 및 기능 제한을 경험할 수 있는 농촌주민 모두의 관심사

일 것이다.

이 연구는 농촌노인, 특히 일상생활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기능장애 농촌노인

의 의료 복지서비스 이용 실태를 살펴보았다. 조사에서 나타난 기능장애 농촌

노인의 서비스 이용 문제점을 바탕으로, 서비스 접근성을 개선하고 효과적으로 

서비스를 전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기존의 공급자 중심 서비스 제공 

체계가 수요자가 중심이 된 포괄적인 서비스 체계로 변화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하고 개선하는 데에 이 연구가 참고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연구에 참여해주신 외부전문가, 설문 및 면접조사에 응해주신 농촌지역 어르

신들과 의료 복지서비스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2017. 5.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김 창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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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연구배경

농촌사회의 노인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향후 건강이 악화되면서 일상생활활

동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농촌노인은 돌봄

을 필요로 하는데, 노인으로만 이루어진 독거노인과 노인부부 가구가 전체 농

촌 노인가구의 3/4을 차지하고 있어 노인 돌봄을 가족과 같은 비공식적 지원에

만 의존하기가 어렵다.

이들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생활하기 위해 필요한 의료 복지서비스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기능장애 농촌노인이 어떻게 의료 복지서비

스를 이용하고 있는지 그 실태를 제시하고 문제점을 분석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따라서 기능장애 농촌노인의 의료 복지서비스 이용실태를 조사하고 

서비스 이용의 어려움과 문제점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변화하는 농

촌의 인구구조와 기능장애 노인의 욕구를 살펴보고, 기능장애 농촌노인 돌봄을 

위한 의료 복지서비스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및 주요 결과

이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및 관련 정책에 대한 문헌검토, 통계분석, 설문조사

와 심층면접을 추진하였다. 문헌검토를 통해서는 의료와 복지서비스 개념과 노

인 대상 서비스를 살펴보았다. 통계분석을 통해서는 농촌노인의 건강과 의료

복지서비스 이용을 분석하였다. 기능장애 농촌노인의 의료 복지서비스 이용실

태와 문제점을 조사하기 위해 두 번의 설문조사와 심층연구, 초점집단면접을 

실시하였다. 기능장애 농촌노인의 의료 복지서비스 이용 실태와 문제점을 조

사하기 위해, 고령화율이 높은 6개 군에서 농촌노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기능장애 농촌노인을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을 추진하였다. 서비스 제공자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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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의료 복지서비스 제공의 어려움을 파악하기 위해 서비스 제공자 대상 초

점집단면접과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심층면접, 초점집단면접에서 기능장애 농촌노인은 기능장애가 없

는 노인에 비해 주관적 건강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신체적 정신적 건강이 나

쁜 것으로 나타났다. 일상생활활동 기능장애 노인은 목욕하기와 걷기에 도움이 

가장 많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기능장애 노인이 주로 이용하는 의료서

비스 기관은 병(의)원으로 월평균 3.9회 이용했다. 기능장애 농촌노인이 기능장

애가 없는 노인에 비해 재가서비스와 지역사회서비스를 더 많이 이용하였다.

이용률이 가장 높은 서비스는 경로당과 노인복지관이었다.

기능장애 농촌노인의 의료 복지서비스 이용 문제점은 주로 기능장애 노인의 

개인적 특성과 농촌의 특성에 기인한다. 개인적 특성으로는 기능장애 농촌노인

의 높은 서비스 비인지도, 거동불편, 경제적 부담, 자격미달 등으로 나타났다.

농촌의 특성으로는 서비스 시설 및 자원 부족, 서비스 인력 부족, 낮은 서비스 

질, 교통 불편, 읍과 면의 자원 불균형 등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 서비스 전달상 

문제로는 의료와 복지서비스 연계 부족과, 서비스 이용 절차에 대한 정보 부족 

등이 있었다. 기본적 일상생활활동 기능장애 농촌노인의 경우 서비스 이용의 

문제점과 농촌의 특성으로, 다른 집단에 비해 미충족 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높

았다.

이 연구는 국내의 노인돌봄 관련 정책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노인돌봄

서비스를 살펴보았다. 건강 관련 정책으로는 노인 건강진단, 치매상담센터, 치

매검진사업,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노인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살펴보았

다. 기타 복지서비스 정책으로는 농촌 고령자 공동시설지원과 농촌형 교통모델 

발굴사업을 소개하였다. 이를 통해 도출한 국내 정책의 문제점으로 노인돌봄제

도의 넓은 사각지대, 노인돌봄서비스의 낮은 인지도, 기능장애 농촌노인에 특

화된 서비스 부재 및 관련 서비스 간의 연계 협력 부족을 들 수 있다. 또한 해

외의 노인돌봄 서비스 정책으로 미국의 노인돌봄종합연계 프로그램과 일본의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을 살펴보았다. 해외 정책의 시사점은 행정과 제공자 중심

의 정책보다는 이용자의 욕구에 맞춘 맞춤형 서비스를 지역에서 포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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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기능장애 농촌노인의 의료 복지서비스 이용 문제점과 노인돌봄 관련 국내 

정책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향으로 이 연구에서는 지역 중심 서비스 제

공과 서비스 간의 협력을 제시하였다. 기능장애 농촌노인을 위한 구체적인 정

책과제로 지역단위 사업 조정 센터 설치를 통한 농촌지역 맞춤 서비스 개발,

마을 단위 경로당을 이용한 복지서비스 제공, 의료 복지 재가 등 서비스 영역 

간의 연계, 농촌형 교통 확대 및 공동생활지원의 확대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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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Use of Health and Social Services among Rural Older Adults: 
Focusing on Older Adults with Functional Disabilities.

  Population aging has become an important social subject for our society to 
cope with because the number of older adults who need various medical and 

social supports have increased sharply. Older adults would like to stay in their 
community as they age; health and social services, home- and community- 

based services, help them remain in the community independently. However, 
rural older adults consistently have been excluded from the public social and 

health services. In particular, rural older adults with functional disabilities are 
experiencing difficulties accessing those services because of their limited 

mobility and rural environment where social resources are insufficient. 
  Previous studies mostly focused on service delivery systems for older adults 

and linkage of health and social services. Therefore, the present study 
investigated the current service use of rural older adults with functional 

disabilities and identified the barriers that hinder them from accessing and 
using health and social services.

  To identify the barriers of service use, this study conducted surveys among 
rural older adults and health and social service providers in rural areas. 

Additionally, qualitative interviews among rural older adults with functional 
disabilities were conducted to explore their use of services and difficulties 

accessing services. Focus group interviews were also carried out to identify 
the problems delivering services to rural older adults with functional 

disabilities. 
  This study revealed that the rural older adults with functional disabilities 

suffer from physical and mental health deterioration. They visited doctor’s 
office more often than healthy rural older adults. Similarly, they more often 

used social services than rural older adults without functional disabilities. 
However, they were more likely to experience unmet service needs compared 



viii

to their counterparts, which means that rural older adults with functional 
disabilities receive insufficient health and social services for their health 

status. The main barriers to access health and social services for rural older 
adults with functional disabilities were their limited mobility, lack of 

transportation, insufficiency of services, and financial burden. 
  Therefore, this study suggested building up a regional system to manage 

various social and health services and deliver the collaborated services to rural 
older adults. To improve the delivery system, this study suggested future 

policy directions and proposed several plans for rural older adults with 
functional disabilities. 

Researchers: An Sok, Park DaeShik, and Kim KyungIn

Research period: 2016. 11. ∼ 2017. 5.
E-mail address: ansok@kre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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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장

서   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고령화에 관한 문제의 심각성은 우리에게 익히 알려져 있으나, 그에 대한 대

비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특히, 농촌은 2010년에 이미 노

인 인구 비율이 20%를 넘어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였다. 그 비율이 30%를 넘는 

군 지역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또한 면 지역은 2015년 고령화률이 28.0%로 

심각한 수준이다(정도채 심재헌 2017).

농촌의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농촌노인의 돌봄 

문제는 더욱 중요해졌다. 노인실태조사(2014)에 따르면 농촌노인의 22.0%는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되었다(정경희 외 2014). 일상생활에 어

려움이 없는 노인도 결국은 장애를 경험할 것이므로 이 수치는 더욱 증가할 것

이다. 노인실태조사 패널조사(2008-2011)를 살펴보아도, 기능장애가 없는 노인의

3년 후 기본적 일상생활(ADL)1 기능장애 발생 비율은 3.9%, 도구적 일상생활

1 기본적 일상생활활동은 도구의 도움 없이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기관리 활동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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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DL) 기능장애 발생 비율은 9.4%로 나타났다(송현종 2015).2 농촌노인의 신

체적 건강 및 기능장애로 인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면 이는 결국 농

촌사회의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다.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들이 농촌에서 생활하려면 사회의 공식적 지원

뿐만 아니라 가족의 비공식적 지원 또한 중요하다. 그러나 이들이 가족의 비공식

적 지원을 받기 어렵다는 것이 큰 문제이다. 농촌은 노인부부, 독거노인의 증가,

청년층 감소 등의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일례로 농촌에 거주하는 노

인가구의 3/4가량이 노인만으로 구성된 가구(독거노인 26.8%, 노인부부 48.0%)이

다(노인실태조사 2014). 이러한 가구형태가 만연한 농촌에서는 가족으로부터 충분

한 지원을 받기 힘들다.

농촌의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이들이 가족들로부터 원활한 지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국가와 지역사회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노인들의 욕구는 점

차 증가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의료 복지서비스는 기능장애 노인이 지역사회

에서 일상생활을 유지하며 원만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선우덕 오지선 2008; 조우홍 2010). 이러한 필요와 욕구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기능장애를 가진 농촌노인은 의료 복지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낮아 건강관리

에도 어려움을 겪을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원만하게 생활하기도 어렵다

(선우덕 외 2015; 성주인 외 2014).

노인들은 건강이 악화되었을 때, 자신이 살고 있는 곳에서 돌봄 서비스를 받

으며 지역사회에 편입되어 있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다(AARP 2000; CDC

2013). 하지만 농촌노인은 농촌의 환경적 지리적 특성의 영향으로 의료 복지

서비스를 제때에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의료 복지서비스가 필요하지

만 제때에 적절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 미충족 욕구(unmet need) 또는 

미충족 서비스 욕구(unmet service need)가 발생한다. 미충족 욕구는 이용 서비

신체기능과 관련이 높다. 보통 학계에서는 ‘기본적 일상생활활동’이라는 용어보다는 

‘일상생활활동’이라는 용어를 보편적으로 사용하지만, 이 보고서에서는 도구적 일상

생활활동과 구분을 위해 ‘기본적 일상생활활동’으로 사용한다.

2 도구를 이용하는 활동이 개인의 활동인 신체활동보다는 사회활동과 관련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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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가 있는지(availability, 가용성)와 서비스 접근이 용이한지(accessibility, 접근

성)와 관련이 깊다(Diamant et al. 2004). 농촌은 의료 복지서비스 가용성과 접

근성이 모두 낮아 서비스 이용 비용이 높기 때문에 이용률이 낮은 것으로 보인

다(Li 2006).

기능장애 노인은 스스로 의료 복지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서비스 

욕구는 높지만 서비스 접근이 어렵다. 향후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기능장

애 노인의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여, 약 30%가량이 보호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

된다(이윤경 외 2013). 기능장애 노인은 주관적 건강상태가 낮고, 실제로 신체

적 정신적 건강상태가 나쁘다(Newsom & Schulz 1996). 사회활동 참여가 저조

하고, 사회적 소외감과 외로움을 겪을 가능성도 높다(Forsman et al. 2013). 농

촌에서도 기능장애 노인들이 사회적으로 배제되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적절한 

의료 복지서비스를 받으며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관련 방안을 실행하

고 부족한 부분은 개선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농촌노인의 의료 복지서비스 이용 실태를 살펴보고, 그 이용에 어

떠한 어려움이 있는지 파악하였다. 또한 이 문제점들을 극복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특히, 기능장애를 가지고 있는 농촌노인의 의

료 복지서비스 이용 실태와 문제점을 조사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 방향

을 제시하였다.

2. 연구의 범위와 내용

2.1. 연구 범위

노인과 관련된 의료 복지서비스는 공공부조, 사회보험, 공공서비스, 민간서

비스 등 다양한 영역에서 제공되고 있다.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공공부조는 국

민기초생활 보장법 과 의료급여법 을 통해 최저생활을 보장한다. 사회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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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국민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건강을 기준으로 의료서비스와 재가서

비스, 시설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연금보험은 소득을 보장한다. 공공서비스와 

민간서비스는 지자체나 민간단체에서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각종 의료 복지서

비스를 포함한다. 이 연구에서는 농촌이라는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노인이 받

는 의료 복지서비스 중에서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home- and

community- based service)에 한정하여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노인장기요양

보험에서 제공하는 재가서비스와 지역사회에서 제공하는 의료 복지서비스, 그

리고 민간 병(의)원을 이용하는 의료서비스에 한정하였다.

2.2. 주요 개념 

이 연구에서 기능장애, 의료서비스, 복지서비스는 주요 용어로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어 그 개념을 아래와 같이 정리한다.

2.2.1. 기능장애

기능장애는 일상생활을 위한 기본적인 활동에 도움이 필요한 상태를 말한다.

기능장애 평가는 기본적 일상생활활동과 도구적 일상생활활동에 도움의 필요

정도로 판단한다.

기본적 일상생활활동(Activities Daily Living: ADL)은 잠자리에 누웠다가 

일어나기, 목욕하기, 옷 갈아입기, 식사하기, 화장실 이용하기, 걷기로 도구의 

도움 없이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기관리 활동들이다. 도구적 일상생활활동

(Instrumental Activities Daily Living: IADL)은 버스나 전철 타기, 세탁 청소

하기, 장보기, 약 먹기, 돈 관리하기, 전화하기, 식사 준비하기, 몸 단장하기와 

같이 일상생활을 하는 데 도구를 이용하는 활동으로, 개인의 활동에 중점을 

둔 기본적 일상생활활동보다는 지역사회나 가정에서 생활하기 위한 활동들이

다(Roehrig, Hoeffken, Pientka, & Wedding 2007). 사회적 활동이 주가 되는 도

구적 일상생활활동보다는 신체를 이용한 활동인 기본적 일상생활활동이 신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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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상태와 밀접하다. 일반적으로 기본적 일상생활활동에 기능장애가 있는 경

우가 도구적 일상생활에 기능장애가 있는 경우보다 신체적 건강이 나쁘다고 

볼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도구적 일상생활활동과 기본적 일상생활활동을 기준으로 어

느 한 항목이라도 도움이 필요하면 기능장애 노인으로 정의한다. 기본적 일상

생활활동이 도구적 일상생활활동보다는 신체적 기능 상태와 더 밀접하여 건강

상태에 차이가 나타나기 때문에, 기본적 일상생활활동과 도구적 일상생활활동

에 장애가 있는 집단을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그림 1-1> 일상생활기능의 개념 내용

자료: 선우덕･오지선(2008).

2.2.2. 의료서비스

의료 복지서비스는 공공과 민간영역에서 지역사회에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

스를 의미한다.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제공되는 의료 복지서비스는 노인들이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생활하며 살아가도록 돕는다. 일반적으로 노

인들은 나이가 들어 건강이 악화될지라도 시설에 들어가 돌봄을 받기보다는 

자신들이 살아오고 생활해 온 곳에 계속 머물고 싶어 한다. 따라서 의료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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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는 노인들이 건강을 유지 및 관리하고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

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들의 다양한 필요를 충족시켜준다.

이 중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는 치료 목적으로 이용하는 민간 

병(의)원 서비스와 공공영역에서 제공되는 보건서비스가 있다. 보건서비스에는 

목적에 따라 사전적 예방을 위한 건강증진서비스, 질병 및 기능장애의 조기발

견을 위한 검진서비스, 합병증 및 기능장애 중증화 예방을 위한 질병관리서비

스가 있다(선우덕 외 2014). 질병관리서비스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을 통해 제

공되는 지역사회거주 노인을 위한 재가서비스와 거주지를 떠나 노인 요양시설

에 장기간 입소하는 시설입소가 있다. 재가서비스는 방문요양(가사지원), 방문

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서비스가 포함된다.

질병예방과 검진을 위한 공중보건서비스 역시 노인 대상 의료서비스의 중요

한 부분이다. 공중보건서비스는 지역보건의료기관인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

지소,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데,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만성질환 예방

관리, 치매노인 사례관리, 치매검진, 노인허약예방 등을 포함한다.

2.2.3. 복지서비스 

노인복지서비스에는 노인의 생리와 안전과 관계된 기본서비스와 소속과 애

정과 같은 상위 욕구 충족을 위한 서비스가 있다(이윤경 외 2013). 기본서비스

는 일상생활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노인의 활동을 돕는 재가서비스가 대표적이

며, 기본적인 생활보다 상위의 욕구 충족을 위해서 여가서비스 등이 제공된다.

구분 관련 욕구(마슬로 욕구론) 서비스 종류

기본 욕구 충족을 위한 서비스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

시설보호서비스

재가보호서비스

노인 인권(권익) 보호서비스

상위 욕구 충족을 위한 서비스

소속과 애정의 욕구

자존의 욕구

자아실현의 욕구

여가서비스

평생교육서비스

사회참여지원서비스

<표 1-1> 노인복지서비스의 종류

자료: 이윤경 외(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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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문제를 해결하고 노인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개정된 노인복

지법 3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은 노인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

공하는 시설이다. 노인복지법 에서는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을 노인복지시설로 포

함한다. 노인주거복지시설은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이 있

으며, 노인의료복지시설은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포함한다.

노인여가복지시설은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을 의미한다. 재가복지시설

은 방문요양서비스,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목욕, 방문간호4를 포함한다.

시설에 따른 분류와는 다르게, 서비스가 제공되는 장소에 따라서 시설보호 

서비스(Institutionalization)와 가정과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Home and com-

munity based service)로 구분한다. 시설보호 서비스는 건강이 악화되어 가정

과 지역사회에서 돌볼 수 없고, 장기요양이 필요한 경우 제공된다. 가정과 지

역사회 기반 서비스는 돌봄이 필요한 노인이 집에 거주하며 서비스의 도움으

로 자신의 거주지를 떠나지 않고 생활을 하도록 지원한다. 이 연구는 농촌노

인에게 제공되는 의료 복지서비스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가정과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가 연구범위에 포함된다. 구체적으로 가정에 제공되는 재가서비

스, 복지관, 읍 면사무소, 보건소에서 가정에 제공하는 각종 복지서비스와 의

료서비스, 농촌지역사회에서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와 복지관 

등을 통해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여가 및 건강 관련 복지서비스의 이용을 살

펴본다.

3 국가기록원(https://www.archives.go.kr/next/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0324): 2017. 4. 30.).

4 방문건강관리, 장기요양보험 방문간호, 의료기관 가정간호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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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기능장애 노인 대상 의료･복지서비스의 역할

2.3. 연구내용

이 연구는 크게 다섯 부분으로 구성된다. 제1장에서는 연구의 배경과 목적,

필요성, 연구의 범위와 개념 등을 제시하였다. 제2장에서는 전국 데이터 분석

을 통해 전반적인 농촌노인의 건강과 의료 복지서비스 이용실태를 살펴보았

다. 제3장은 기능장애 농촌노인의 의료 복지서비스 이용 실태 및 서비스 제공

자의 서비스 공급 실태를 살펴보았다. 이 연구에서 진행한 농촌노인 설문조사,

농촌노인 심층면접, 서비스 제공자 설문조사, 서비스 제공자 초점집단면접을 

통해 모여진 자료를 분석하였다. 서비스 이용 실태는 농촌노인 대상 설문조사

와 기능장애 노인을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을 통해 기능장애 노인의 건강, 의

료 복지서비스 이용실태, 미충족 서비스 욕구 실태, 서비스 이용의 문제점 등

을 분석하였다. 서비스 제공자 조사는 서비스 제공자 대상의 설문조사와 초점

집단면접을 통해 의견을 조사하고 서비스 제공의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제4장

은 현재 농촌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다양한 정책과 기능장애 농촌노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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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되는 서비스 정책과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제5장은 제3장에서 나타난 기

능장애 농촌노인의 서비스 이용의 어려움과 서비스 제공의 문제점, 제4장에서 

논의한 정책의 문제점을 바탕으로 개선방향과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그림 1-3> 연구 내용 및 연구 방법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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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행연구 검토

기능장애 농촌노인의 의료 복지서비스에 관한 연구는 많지 않다. 그러므로 

기능장애 노인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통해 연구의 필요성을 살펴보았다. 관련 

연구는 주로 기능장애 노인 관련 서비스 연구, 농촌의 서비스 부재, 의료 복지

서비스 연계 등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룬다. 노인의 의료 복지서비스 관련 선

행연구는 주로 노인의 건강에 따른 서비스와 전달 체계상의 문제점을 조사하였

다. 하지만 노인 건강과 돌봄 관련 연구에서 농촌에 초점을 둔 연구는 많지 않

으며, 오히려 농촌의 서비스 부재와 이로 인한 미충족 욕구 발생에 관한 연구들

이 있다. 이와 함께 농촌노인이 이용하는 건강과 돌봄 관련 서비스는 의료와 복

지서비스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의료와 복지서비스 연계 역시 살펴보았다.

3.1. 기능장애 노인을 위한 서비스 부재

지역사회에서 노인에게 제공되는 노인돌봄 관련 서비스는 노인장기요양보

험에서 제공하는 재가서비스, 재가노인지원서비스를 통해 제공되는 재가서비

스, 노인돌봄기본서비스와 노인돌봄종합서비스가 있다. 이외에 인권보호서비

스와 여가서비스 등을 포함하면 노인의 22.6%5가 노인복지서비스를 이용한다

(이윤경 외 2013).

노인의 경우 건강상태에 따라 요구되는 서비스의 종류가 달라지기 때문에 

기본적 일상생활활동과 도구적 일상생활활동 수행에 도움이 필요한지 여부에 

따라 기능장애를 평가한다. 노인이 받는 서비스의 종류는 기능장애 정도에 따

라 달라진다. 기능장애 정도는 기본적 일상생활활동과 도구적 일상생활활동에 

어려움이 없이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기능장애가 없는 노인,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기능장애 노인, 그리고 장애 정도는 심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도움이 필요한 허약노인집단으로 구분을 할 수 있다(선우덕 외 2014). 비슷하게 

5 중복비율을 고려하지 않아 실제 비율은 이보다 작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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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구적 일상생활활동에 도움이 필요한 경증 기능장애 노인과 기본적 일상생활 

활동에 도움이 필요한 중증 기능장애 노인으로 분류한다(이윤경 외 2013). 기능장

애가 없는 노인의 경우 의료서비스에 대한 필요6가 낮기 때문에 주로 여가복지

서비스 이용 대상이 된다. 도움이 필요한 기능장애 노인은 2008년부터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통해 등급판정을 받고 등급에 따라 요양시설을 이용

하거나 본인이 거주하는 곳에서 재가서비스7를 이용할 수 있다.

노인 서비스의 경우 나타나는 문제점은 첫째, 유사한 복지서비스가 다른 이

름으로 제공되고 있지만 서로 연계가 되지 않는다. 이로 인해 서비스 욕구

(need)가 있는 노인이 적절한 서비스를 찾기 위해서는 여러 기관을 접촉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둘째, 서비스 중복수혜 금지로 인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한 

가지 서비스를 받고 있으면 필요가 있어도 종류가 다른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

하게 된다.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의 일부(집수리)를 받고 싶지만, 이미 노인돌봄

기본서비스를 받는 경우에는 집수리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이윤성 외 2013).

마지막으로 등급을 받지 못하지만 도움이 필요한 허약노인에 대한 서비스가 

약하다는 것이다(선우덕 외 2014). 노인들의 서비스 욕구가 증가함에 따라 다

양한 의료 복지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전달체계의 연계

가 부실하여 농촌지역 허약노인에 대한 서비스가 부족하다(조미형 외 2013).

3.2. 농촌의 서비스 부재와 미충족 서비스 욕구

농촌에 거주하는 기능장애 노인은 서비스 이용에 도시와 다른 어려움을 가

진다. 농촌은 도시에 비해 면적이 넓은 반면에 의료 복지서비스의 양은 매우 

적다. 의료시설은 종합병원의 6%(20개)만이 농촌에 위치하고 있고, 요양병원,

의원, 치과, 한방병원 등을 포함한 의료기관은 12.9%가 군부에 위치하고 있다.

6 이 보고서에서 사용되는 ‘필요’와 ‘욕구’는 영어 단어 need에 해당하며, 이해를 높이기 위해 

문맥상 두 단어로 사용한다.

7 노인장기요양보험을 통해 제공되며 등급에 따라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기타 재가급여

로 수혜자가 집에서 받는 서비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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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응급의료기관 329개소 중 농촌에는 62개(19%)만 있어서 넓은 지역에 비해 

관련 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함을 알 수 있다. 또한 병(의)원수 대비 인구수는 

농촌은 1,879명, 도시는 1,232명으로 농촌이 더 열악하다(김태완 외 2009). 농

촌주민의 1/4이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적시에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없을 것

으로 여겨진다(성주인 외 2014). 또한 필수 의료서비스 공급이 부족한 의료취

약지는 수도권, 광역시 인근 및 충청도를 제외한 군 단위 농촌지역이 주를 이

룬다(문정주 외 2013)는 기존의 연구는 의료서비스 이용에 있어 농촌노인이 어

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음을 보여준다. 복지서비스인 방문요양기관도 도시는 1

개 시당 평균 53.3개가 있지만, 농촌은 1개 군당 15.2개로 도시보다 적다(선우

덕 외 2015). 농촌은 신체 및 정신건강상 문제로 의료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고

령노인은 증가하지만(채은희 이효영 2006; 조미형 외 2013), 이들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시설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족한 서비스와 낮은 서비스 접근성으로 인해 농촌지역 노인은 높은 미충

족 서비스 욕구를 경험한다. 2010년 지역사회건강조사에 의하면 도시(동부)에 

거주하는 노인에 비해 농촌(읍 면부)에 거주하는 노인이 다소 높은 미충족 의

료서비스 욕구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조미형 외 2013). 미충족 서비스 욕

구는 읍 면 소재지에서 먼 지역일수록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병의원 미치

료율의 경우 도시(동부) 8.9%와 농촌(읍 면부) 8.7%로 차이가 없었지만(오영

희 2015), 다른 연구에선 읍 면 소재지는 24.7%, 소재지에서 멀지 않은 지역은 

25.8%, 소재지에서 먼 지역은 36.7%로 읍 면소재지에서 멀어질수록 미총족 의

료 경험 비율이 높아졌다(성주인 외 2014). 노인에게 필요한 욕구는 일상생활

을 위한 도움이나 건강 관련 의료서비스 이용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필요한 

욕구가 충족되지 않을 경우 건강 악화로 인한 병원 입원이나 양로시설에 입소

를 하는 경향성이 높아 의료비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Diamant et al. 2004;

Sands et al. 2006; Tennstedt Chang Delgado 1994). 일반적으로 미충족 서비스 

욕구는 서비스 이용 장벽(barriers)과 관련이 있으며 서비스 미인지, 낮은 가용

성, 교통 불편, 경제적 문제 등이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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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서비스 연계

의료 복지서비스가 노인, 특히 농촌노인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되기 위해서는 

현재 전달체계의 문제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데, 의료 복지서비스의 연계가 

그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의료 복지서비스의 연계는 개인의 신체 심리 사

회적 욕구에 대응하는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하며, 의료비를 절

감하고 양질의 적절한 서비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농촌지역

에서 노인 의료 복지서비스 연계의 필요성은 사회복지사나 보건소 공무원 등 

서비스 제공자 사이에서 높게 인식되고 있다(노길희 김창기 2008). 의료 복지

서비스 연계 시스템을 통해 이용자가 적시에 효과적인 서비스를 받을 가능성

이 높아지고, 이용자의 만족도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엄진영 외 2015).

의료 복지서비스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

선점을 제시하였으며, 농촌의 의료 복지서비스에 대한 낮은 접근성과 도시와

는 다른 서비스 필요를 보여주었다. 선행 연구에서는 농촌노인이 도시노인에 

비해서 신체적 건강은 나쁘지 않으며 의료서비스 이용에 있어서도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조미형 외 2013; 오영희 2015; 전종덕 

외 2013). 하지만 미충족 서비스 욕구는 읍 면에서 떨어진 지역일수록 더 높

게 경험하는 것으로 보인다. 도시보다 낮은 서비스 접근성과 다양성으로 기능

장애 농촌노인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한다. 특히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기능장애 농촌노인은 농촌의 열악한 서비스 접근성과 기능장애로 인한 서비

스 이용의 불편함을 동시에 겪으므로(Mahmoudi & Meade 2015), 필요할 때 

의료 복지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농촌의 

서비스 전달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기능장애 노인의 필요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의료와 복지서비스 연계가 시도되지만 연계의 어려움 역시 나

타나고 있다. 실제 현장에서는 기관 간의 평가 차이, 대상자 선정방법 차이, 역

할분담의 모호성 등으로 서비스 연계에 어려움이 있다(노길희 김창기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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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선행연구와 이 연구의 차별성 

전국 단위 데이터를 이용한 선행연구들은 농촌의 특성을 고려한 농촌노인의 

의료 복지서비스 이용 실태를 보여 주지 못하고 있다. 농촌의 경우, 읍 소재지

는 상대적으로 많은 의료와 복지서비스 자원이 있지만, 읍 소재지와 거리가 먼 

지역일수록 가용 자원이 없으며,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전

국 단위 데이터는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선행연구들은 의

료 또는 복지서비스 일부를 대상으로 하여 농촌노인의 의료 복지서비스 이용

의 전반적인 실태를 보여주지 못하였다. 무엇보다도 일상생활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기능장애 농촌노인의 의료 복지서비스 이용에 관한 선행연구는 거의 없

어서 실제 기능장애가 있는 농촌노인이 어떤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서비스 이

용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따

라서 기능장애 농촌노인의 구체적인 의료 복지서비스 이용 실태를 보여주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 연구는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서비스 접근성이 낮은 농촌의 지역적 특성

과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기능장애 노인의 특성으로 인해 기능장애 농촌

노인이 경험하는 의료 복지서비스 이용실태, 미충족 서비스 욕구 및 서비스 이

용 장애 요인을 조사하여 정책적 시사점 도출한다는 점에서 선행연구들과 차

별성이 있다.

4. 연구방법

4.1. 연구방법

이 연구에서는 1) 국내 문헌연구 및 전국 단위 데이터 분석, 2) 농촌노인 설

문조사, 3) 기능장애 농촌노인 심층면접, 4) 서비스 제공자 설문조사, 5) 서비스 

제공자 초점집단면접(FGI), 6) 해외조사 등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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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헌연구와 전국 단위 데이터 분석

기존 문헌 연구와 전국 단위 데이터 분석을 통해 전반적인 농촌노인의 건강과 

의료 복지서비스 이용 실태를 분석하고, 관련 정책을 검토하였다. 전국 단위 데

이터 분석에는 <2014년 노인실태조사>가 주 자료로 사용되었고, 보조 비교자료

로 농어업인복지실태조사(2013)와 한국복지패널(2010-2015)의 노인 보건 및 복

지서비스 이용실태를 살펴보았다.

□ 농촌노인 설문조사

시･도 시･도 고령화율 사례수 비율

합천군 경상남도 34.36% 108 17.1

군위군 경상북도 35.28% 111 17.6

고흥군 전라남도 36.59% 102 16.2

임실군 전라북도 31.48% 100 15.8

청양군 충청남도 31.33% 107 17.0

보은군 충청북도 29.52% 103 16.3

<표 1-2> 농촌노인 설문조사 지역

농촌노인의 건강상태와 의료 복지서비스 이용 실태 및 미충족 서비스 욕구

를 조사하기 위해 6개 도(충남, 충북, 전남, 전북, 경남, 경북)에서 가장 높은 고

령화율을 보이는 1개 군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농촌노인 631명을 대상으로 면

접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농촌 내에서 지역 차이를 보기 위해 표본의 

읍 면 사례비율을 1:1로 하였다.8

□ 기능장애 농촌노인 심층면접

농촌에 거주하는 노인 중 기본적 일상생활 활동과 도구적 일상생활 활동에 

도움이 필요한 기능장애 노인의 의료 복지서비스 이용 실태, 미충족 서비스 욕

8 사례수가 읍 315, 면 316으로 비율은 49.9:50.1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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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서비스 이용 장애 요인을 심층적으로 조사하였다. 대상지역은 한국 농촌지

역을 대표할 수 있도록 6개 권역(경기권, 강원권, 충청권, 경상권, 전라권, 동남

권)으로 구분하였다. 경기권, 강원권, 충청권, 경상권, 전라권, 동남권(부산 울

산) 등 권역별 농촌지역 1개 마을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할당표집하였다. 선정지

역은 읍 면 지역의 리(예: 판교리)에 속하는 마을(부락)을 단위로 하였다. 한국 

농촌지역 대표성을 반영하여 아래와 같은 마을이 선정되었다.

- 경기권: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고정리 고정3리마을

- 강원권: 강원도 홍천군 서면 동막리 동막리마을

- 충청권: 충청남도 증평군 도안면 화성리 은행정마을

- 경상권: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여래리 대창마을

- 전라권: 전라남도 순천시 서면 판교리 판교마을

- 동남권: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장안리 상장안마을

심층면접을 실시하기 전에 고지된 동의과정을 엄격하게 이행했다. 연구목적,

연구내용, 연구참여를 통해 얻는 혜택 및 불편함 등에 대해 노인이 이해하기 

쉽도록 상세하게 설명하였다. 지역에 따라 사투리를 사용하여 라포(rapport)를 

형성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관 사회복지사를 동행하기도 하였다.

영역 시설 지역기준 지역기준 근거

의료 보건지소 “○○마을(부락)” 기준
- 농촌 기능장애 노인이 도보로 이동 가능한 마을 단위에 보건지소가 

있어야 서비스 이용 가능

복지 노인복지관 “○○읍면” 지역 기준
- 농촌 기능장애 노인이 대중교통을 활용하여 노인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으려면 동일 읍･면지역이여야 가능

재가

(돌봄)
재가노인시설 “○○읍면” 지역 기준

- 재가노인시설에서 방문요양 및 주야간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농촌기능장애 노인이 거주하는 동일 읍･면지역이어야 함

여가 경로당 “○○마을(부락)” 기준
- 경로당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노인이 거주 마을에 위치한 경우에 도

보를 통해 이용 가능

<표 1-3> 심층면접 지역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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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제공자 설문조사

노인 설문조사 지역과 동일한 지역에서 노인대상 의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

는 노인복지관, 재가복지센터, 읍 면사무소,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담당자에게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노인복지관은 특성상 각 군에 1개가 있거나 없는 경우

가 있어서 4개 지역만 참여를 하였고, 1개 읍사무소는 모든 담당자가 설문참여를 

거부하여 5개 읍사무소와 45개 면사무소에서 59명이 참여하였다. 재가복지 서비

스 기관은 26명,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 관계자 36명으로 총 121명이 노인서비

스 제공자 설문에 참여하였다. 서비스제공자 설문조사를 통해 서비스 이용자인 

노인이 인식하고 경험하는 문제점과 제공자가 인식하는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 서비스제공자 초점집단면접

노인 설문조사 6개 지역 중 4곳에서 서비스 제공자를 만나 초점집단면접

(FGI)을 실시하였다. 참여 인원은 읍사무소 복지담당자 7명, 재가서비스 관계

자 3명, 노인복지관 사회복지사 2명, 보건진료소장 4명으로 총 16명이 참여하

였다. 읍면사무소와 재가서비스 담당자는 연구에 동의를 하여 모든 조사 지역

에서 참여를 하였고, 사회복지사는 시간상 이유와 지역에 복지관이 없는 이유

로 대부분 참여를 하지 못하였다. 보건(지)소 담당자는 모두 초점집단면접을 

참여하지 않아서 공중보건서비스 제공의 가장 작은 단위인 보건진료소장에게 

연구를 설명하고 참여에 동의를 구하였다. 면접을 통해 기능장애 노인의 서비

스 이용 실태와 어려움, 서비스 제공의 어려움과 읍과 면의 차이를 질문하였고,

서비스제공자 설문조사에서 파악된 실태 및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지역 참여 대상

청양군 읍사무소 2, 노인복지관 2, 재가서비스 1, 보건진료소 1

임실군 읍사무소 2, 보건진료소 1,

고흥군 읍사무소 2, 재가서비스 1, 보건진료소 1

합천군 읍사무소 1, 재가서비스 1, 보건진료소 1

<표 1-4> 서비스 제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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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조사

일본의 선진사례를 탐구하여, 우리나라 의료 복지서비스 전달 및 실천에 적용

할 목적으로 해외출장 조사를 실시하였다. 노인 정책 전문가, 개호보험 및 지역

포괄케어제도 전문가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하였다. 순회 진료, 전 주민 건강검

진 등을 실시하여 농민의 생활개선뿐만 아니라 지역 중심 의료서비스 실천을 

이루어낸 나가노현의 사쿠종합병원을 방문하여 조사하였다. 사쿠종합병원은 2

차 세계대전 직후 설립되어 지역 단위 의료 체계를 실천하고 있다.



제2 장

농촌노인의 건강 및 의료 복지서비스 실태

1. 개요

농촌지역의 고령화는 도시에 비해 심각하며, 의료 복지서비스 이용 시설 역

시 열악한 상황이다. 의료 복지서비스에 대한 농촌노인들의 접근성이 매우 낮

고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실태는 세부적으로 분석

되지 않았다. 이 장에서는 분석이 가능한 실태조사를 기초로 농촌과 도시에 거

주하는 65세 이상 노인의 건강 및 의료 복지서비스 이용 실태를 제시하였다.

농촌노인의 건강과 의료 복지서비스 이용을 살펴보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한

국보건사회연구원이 공동으로 진행한 노인실태조사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복지패널 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3년 단위로 진행되는 노인실태조사는 만 명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노인의 건강상태, 의료 복지

서비스 이용 실태, 소득 및 지출, 수발자, 가구형태 등 다양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현재 이용이 가능한 가장 최근 자료는 2014년이다. 2017년 새로운 조사

가 예정되어 있으나 조사 결과 자료를 입수하여 통계적으로 분석하기는 어려

운 상황이다. 2014년에 진행된 노인실태조사는 조사대상자가 10,451명이며 본

인응답자 98.4%(10,279명), 대리응답자가 1.6%(172명)로 국내에서 가장 많은 

수의 노인을 대상으로 조사가 진행되었다(정경희 외 2014: 99).

보조비교 수단으로 농촌진흥청의 농어업인복지실태조사(2013)와 한국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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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널(2010-2015)의 노인 의료 복지서비스 이용실태를 추가적으로 살펴보았다.

2. 농촌노인의 건강 상태

2.1. 일반적 특성

농촌노인은 남자에 비해 여자의 비율이 59.7%로 높게 나타났으며, 또한 75

세 이상이 49.5%였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61.1%였으며, 농촌에 거주하는 

노인 네 가구 중 세 가구는 노인만으로 구성된 가구였다. 학력은 무학의 비율

이 42.8%로 비교적 높았다<표 2-1>.

구분 비율

성
남자 40.3

여자 59.7

연령
65~74세 50.5

75세 이상 49.5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61.1

배우자 없음 38.9

가구형태

독거노인 26.8

노인부부 48.0

자녀동거 21.8

기    타 3.3

교육수준

무학 42.8

초등학교 33.8

중고등 19.2

전문대 이상 4.2

전체 100.0

<표 2-1> 일반적 특성 

단위: %

자료: 노인실태조사(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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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주관적 건강상태

농촌노인 중 건강이 나쁘다고 응답한 비율은 47.3%로 절반에 이르고 있었

다. 남성에 비해 여성이 주관적 건강상태가 나쁘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75세 이

상의 55.5%가 건강상태 나쁘다고 응답하여 74세 이하 노인의 주관적 건강상태

와 차이가 있었다. 배우자가 없는 노인의 56.9%가 건강상태가 나쁜 편이라고 

응답하였다. 독거노인의 57.0%, 자녀와 동거하는 노인의 50.0%가 건강이 나쁜 

편이라고 답하였다. 초등학교 이하의 저학력에서 비교적 건강이 나쁜 편이라고 

응답한 비중이 높았다<표 2-2>.

구분 매우 건강 건강한 편 그저 그렇다 건강 나쁜 편 건강 매우 나쁨

전체 1.1 28.9 22.7 39.7 7.6

성
남자 1.7 38.1 24.1 30.5 5.7

여자 0.6 22.8 21.8 45.9 8.8

연령
65~74세 1.7 35.4 23.3 34.0 5.6

75세 이상 0.4 22.3 22.1 45.7 9.6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1.2 34.1 23.5 34.8 6.4

배우자 없음 0.9 20.8 21.5 47.5 9.4

가구형태

독거노인 1.2 20.4 21.4 47.6 9.4

노인부부 1.2 34.3 23.2 34.7 6.6

자녀동거 0.6 26.3 23.2 42.0 8.0

기    타 0.4 39.2 23.7 33.0 3.7

교육수준

무학 0.8 19.6 21.0 48.3 10.3

초등학교 0.7 30.3 22.8 39.3 6.9

중고등 1.6 41.0 26.8 26.9 3.7

전문대 이상 3.8 57.5 20.8 14.4 3.5

자료: 노인실태조사(2014).

<표 2-2> 농촌노인의 주관적 건강상태
단위: %

한국복지패널을 통해서는 시간 변화에 따른 노인의 주관적 건강상태 변화를 

파악할 수 있었다. 2010년, 2015년 기준, 건강상태가 악화되었다고 응답한 비

율이 32.5%이다. 이는 건강이 좋아졌다고 응답한 경우에 비해서 높은 결과이

다<표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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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2010년
매우 건강 건강한 편 그저 그렇다 건강이 나쁜편 건강이 매우 나쁨

매우 건강 0.04 1.2 0.6 0.6 0.0

건강한 편 0.7 8.7 8.7 7.5 0.3

그저 그렇다 0.3 6.3 12.3 12.6 1.1

건강이 나쁜 편 0.4 3.7 10.3 18.2 3.2

건강이 매우 나쁨 0.0 0.1 0.7 1.8 0.9

5년간 변화
개선 유지 악화

29.3 38.2 32.5

자료: 한국복지패널(2010-2015).

<표 2-3> 주관적 건강상태의 변화

단위: %

2.3. 만성질환

만성질환9 유병률은 본인이 인지하는 경우와 의사의 진단을 통해 밝혀진 만

성질환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3개 이상의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노인은 

본인 인지와 의사 진단 모두에서 40% 중반 이상의 유병률을 보여주고 있다.

연세가 많은 노인들이 여러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는 노인의 의료비를 증

가시키고 생활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라는 점에서 주의 깊은 관심이 요구된다.

특성별로 살펴보면, 남자에 비해 여자가, 연령이 75세 이상이며, 배우자가 없는 

노인의 유병률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대부분의 노인이 3개 이상의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독거노인 가구일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만성질

환 유병률이 높았다<표 2-4>.

9 고혈압, 뇌졸중, 고지혈증, 협심증, 당뇨, 갑상선 질환, 관절염, 골다공증, 요통, 만성기관지염,

천식, 결핵, 백내장, 녹내장, 만성중이염, 암, 위십이지장궤양, 간염, 간경변, 신부전증, 요실금,

빈혈, 피부병, 치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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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본인 인지 만성질환 의사 진단 만성질환

없음 1개 2개 3개 이상 없음 1개 2개 3개 이상

전체 8.2 19.5 23.8 48.6 9.6 20.5 24.3 45.6

성
남자 12.3 25.2 25.1 37.4 13.7 26.1 25.6 34.6

여자 5.4 15.6 23.0 56.1 6.8 16.8 23.5 53.0

연령
65~74세 10.5 21.3 24.0 44.2 12.3 22.4 23.8 41.5

75세 이상 5.7 17.6 23.6 53.1 6.7 18.6 24.9 49.8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9.9 22.2 25.1 42.9 11.5 23.3 25.0 40.3

배우자 없음 5.6 15.2 21.8 57.5 6.6 16.2 23.3 54.0

가구형태

독거노인 5.5 14.4 20.7 59.5 6.6 15.3 22.2 56.0

노인부부 9.1 22.2 24.3 44.4 11.0 23.1 24.4 41.5

자녀동거 8.3 18.8 27.4 45.6 8.9 20.4 28.0 42.8

기    타 16.6 25.7 19.4 38.3 17.3 27.3 17.5 37.9

교육수준

무학 5.4 13.7 23.6 57.3 6.7 14.9 24.9 53.5

초등학교 8.4 20.4 23.6 47.7 10.3 21.6 23.4 44.7

중고등 12.5 29.4 24.0 34.1 13.5 30.0 24.0 32.5

전문대 이상 15.2 25.1 26.4 33.4 15.2 25.4 26.6 32.8

자료: 노인실태조사(2014).

<표 2-4> 만성질환

단위: %

한국복지패널을 통해 노인의 만성질환 상태 변화를 보면 대부분의 노인들이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질병을 가지거나 약을 복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5>.

2015년

2010년
3개월 미만 투병･투약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투병･투약
6개월 이상 투병･투약 비해당

3개월 미만 투병･투약 0.0 0.0 1.8 0.4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투병･투약 0.0 0.0 0.8 0.4

6개월 이상 투병･투약 0.2 0.3 78.9 4.9

비해당 0.2 0.4 7.3 4.4

자료: 한국복지패널(2010).

<표 2-5> 만성질환 변화

단위: % 



24

2.4. 기능상태

노인실태조사에서는 노인의 일상생활활동을 기본적 일상생활활동(ADL) 지

표 7개와 도구적 일상생활활동(IADL) 지표 10개를 이용하여 측정하고 있다.

기본적 일상생활활동 지표 7개는 옷입기, 세수(양치질, 머리감기), 목욕 또는 

샤워하기, 차려놓은 음식먹기, 누웠다 일어나 방 밖으로 나가기, 화장실 출입과 

대소변 후 옷입기, 대소변 조절하기이다.

도구적 일상생활활동 지표 10개는 몸단장(빗질, 화장, 면도, 손발톱깎기), 집

안일(실내청소, 설거지, 침구정리 등), 식사준비(음식재료준비, 요리, 상차리기),

빨래(손이나 세탁기로 세탁 후 널어 말리기 포함), 제시간에 정해진 양의 약 챙

겨먹기, 금전관리(용돈, 통장관리, 재산관리), 근거리 외출하기(가까운 거리 걸

어서), 물건구매 결정(돈 지불, 거스름돈 받기), 전화 걸고 받기, 교통수단 이용

하기(대중교통, 개인 차)이다.

2.4.1. 기본적 일상생활활동(ADL)

기본적 일상생활활동 중 자립률이 가장 높은 항목은 차려 놓은 음식 먹기가 

99.0%이며, 다음은 누웠다 일어나 방 밖으로 나가기가 98.9%로 나타났다. 자

립률이 낮아 일정한 도움이 필요한 항목은 목욕 또는 샤워하기로 자립률이 

94.2%로 가장 낮았다. 그 다음 항목으로는 세수 양치질 머리 감기가 96.7%였

다<표 2-6>.

구분 완전자립 부분도움 완전도움

옷입기(옷 꺼내기, 단추･지퍼, 벨트) 97.3 2.2 0.5

세수, 양치질, 머리감기 96.7 2.8 0.5

목욕 또는 샤워하기(욕조 드나들기, 때밀기, 샤워) 94.2 4.7 1.1

차려 놓은 음식 먹기 99.0 0.7 0.2

<표 2-6> 기본적 일상생활활동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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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구분 완전자립 부분도움 완전도움

누웠다 일어나 방 밖으로 나가기 98.9 0.7 0.5

화장실 출입과 대소변 후 닦고 옷입기 98.4 1.1 0.5

대소변 조절하기 98.2 1.4 0.5

자료: 노인실태조사(2014).

특성별로 몇 개의 항목에서 도움이 필요한지를 살펴보면, 남자에 비해 여자의 

자립률이 낮게 나타났다. 74세 이하보다는 75세 이상 노인의 자립률이 현저히 

낮았다. 또한 배우자가 있는 노인에 비해서 배우자가 없는 노인의 완전 자립률

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가구형태별로는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노인의 자

립률이 가장 낮았다. 자녀와의 동거를 통해, 노인 혼자 혹은 부부만의 생활로 

야기되는,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학력 수준이 낮을수록 완전 자립률이 낮았다<표 2-7>.

구분
완전
자립

1개
도움

2개
도움

3개
도움

4개
도움

5개
도움

6개
도움

7개
도움

전체 93.1 3.0 1.5 0.9 0.3 0.4 0.2 0.6

성
남자 94.3 2.2 0.8 1.4 0.3 0.2 0.2 0.7

여자 92.2 3.6 2.0 0.6 0.2 0.6 0.2 0.5

연령
65~74세 96.8 1.3 0.6 0.7 0.1 0.2 0.1 0.3

75세 이상 89.3 4.7 2.5 1.1 0.4 0.6 0.4 0.9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94.2 2.2 1.1 1.0 0.3 0.4 0.2 0.6

배우자 없음 91.3 4.2 2.2 0.8 0.2 0.3 0.2 0.7

가구형태

독거노인 93.5 4.3 1.5 0.5 0.0 0.03 0.0 0.2

노인부부 93.8 2.4 1.2 1.2 0.3 0.5 0.2 0.6

자녀동거 90.6 3.0 2.4 0.8 0.6 0.7 0.6 1.4

기    타 96.4 2.1 0.7 0.9 0.0 0.0 0.0 0.0

교육수준

무학 90.8 4.4 1.9 0.9 0.3 0.6 0.4 0.7

초등학교 93.7 2.3 1.7 1.2 0.2 0.2 0.1 0.6

중고등 96.8 1.3 0.3 0.4 0.4 0.3 0.1 0.4

전문대 이상 94.4 2.2 1.5 0.8 0.0 0.0 0.0 1.1

자료: 노인실태조사(2014).

<표 2-7> 기본적 일상생활활동 자립률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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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 도구적 일상생활활동(IADL)

도구적 일상생활활동 중 완전 자립률이 높은 항목은 제시간에 정해진 양의 약 

챙겨먹기로 97.5%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몸단장의 완전 자립률이 96.1%로 

높았다. 가장 낮은 완전 자립률을 보여주는 항목은 금전관리로 84.6%였다<표 

2-8>.

구분 완전자립

부분도움

완전도움적은 부분

도움

많은 부분

도움

몸단장(빗질, 화장, 면도, 손발톱깎기) 96.1 3.4 0.5

집안일(실내청소, 설거지, 침구정리 등) 91.1 7.2 1.7

식사준비(음식재료준비, 요리, 상차리기) 91.3 7.0 1.8

빨래(손이나 세탁기로 세탁 후 널어 말리기 포함) 92.6 5.7 1.7

제시간에 정해진 양의 약 챙겨먹기 97.5 2.0 0.5

금전관리(용돈, 통장관리, 재산관리) 84.6 13.4 1.9

근거리 외출하기(가까운 거리 걸어서) 95.0 3.8 1.3

물건구매 결정, 돈지불, 거스름돈 받기 94.7 3.2 1.7 0.4

전화 걸고 받기 89.7 7.9 2.1 0.4

교통수단 이용하기(대중교통, 개인 차) 90.5 4.5 4.6 0.5

자료: 노인실태조사(2014).

<표 2-8> 도구적 일상생활활동

단위: %  

남자에 비해서는 여자가, 연령별로는 75세 이상 노인의 완전 자립률이 낮게 

나타났다. 배우자가 없는 노인의 완전 자립률이 배우자가 있는 노인에 비해 크

게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배우자 없는 노인의 자립률은 68.7%로 배우자가 

있는 노인의 자립률인 84.5%와 비교했을 때 낮은 수준이었다. 독거노인의 완

전 자립률은 72.9%, 노인부부는 83.4%로 낮았다. 또한 무학인 노인의 완전 자

립률이 다른 학력의 노인에 비해 매우 낮게 평가되었다<표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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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완전

자립

1~2개

도움

3~4개

도움

5~6개

도움

7~8개

도움

9~10개

도움

전체 78.4 11.4 3.8 2.7 1.9 1.8

성
남자 87.4 4.9 2.0 2.2 1.7 1.7

여자 72.3 15.8 5.0 3.0 2.0 1.9

연령
65~74세 89.1 6.8 1.4 1.2 1.0 0.5

75세 이상 67.4 16.1 6.3 4.3 2.8 3.2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84.5 7.8 2.0 2.3 1.7 1.6

배우자 없음 68.7 17.0 6.6 3.3 2.2 2.1

가구형태

독거노인 72.9 17.7 5.1 1.7 2.4 0.2

노인부부 83.4 8.7 2.0 2.6 1.6 1.7

자녀동거 72.7 10.3 6.4 4.4 2.1 4.2

기    타 87.3 7.4 2.9 0.4 0.5 1.5

교육수준

무학 64.3 20.7 6.2 3.2 2.9 2.7

초등학교 86.3 5.9 2.8 2.6 1.6 0.8

중고등 92.5 2.4 1.0 2.3 0.5 1.4

전문대 이상 93.0 3.0 0.7 0.0 0.0 3.3

자료: 노인실태조사(2014).

<표 2-9> 도구적 일상생활활동 자립률

단위: %  

2.4.3. 일상생활활동 기능상태 

기본적 일상생활활동과 도구적 일상생활활동 모두 장애가 없는 노인은 78.0%

였다. 남자에 비해 여자의 기능장애 없음이 71.7% 수준으로 낮았다. 75세 이상

의 노인의 67.2%만이 기능장애가 없었다. 배우자가 없거나, 독거노인 혹은 자

녀와 동거, 학력 수준이 낮은 노인일수록 기능장애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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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기능장애 IADL만 장애 ADL도 장애

전체 78.0 15.1 6.9

성
남자 87.4 7.0 5.7

여자 71.7 20.5 7.8

연령
65~74세 88.7 8.1 3.2

75세 이상 67.2 22.2 10.7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84.3 9.9 5.8

배우자 없음 68.3 23.1 8.7

가구형태

독거노인 72.5 21.0 6.5

노인부부 83.1 10.6 6.3

자녀동거 72.4 18.2 9.4

기    타 85.7 10.7 3.6

교육수준

무학 63.8 26.9 9.2

초등학교 86.0 7.7 6.3

중고등 92.5 4.3 3.2

전문대 이상 92.2 2.3 5.6

자료: 노인실태조사(2014).

<표 2-10> 일상생활활동 기능장애

단위: % 

2.5. 우울감 

농촌노인 중 우울감을 느끼는 노인은 32.9%로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남

자에 비해 여자의 우울증상 비율이 38.2%로 13.1%p가 높았다. 74세 이하 노인

에 비해 75세 이상 노인의 우울증상이 40.7%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배우자 

없는 노인의 우울증상 비율이 높은 것을 볼 수 있었다. 노인부부가 함께 생활

하는 경우 25.1%로 다른 가구형태에 비해 우울증상 비율이 낮았다. 반면 독거

노인 가구는 42.0%로 가장 높은 우울증상을 보였다.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우

울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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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정상 우울증상 평균점수

전체 67.1 32.9 5.5

성
남자 74.9 25.1 4.5

여자 61.8 38.2 6.1

연령
65~74세 74.6 25.4 4.5

75세 이상 59.3 40.7 6.4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73.4 26.6 4.7

배우자 없음 57.1 42.9 6.6

가구형태

독거노인 58.0 42.0 6.7

노인부부 74.9 25.1 4.6

자녀동거 61.3 38.7 5.9

기    타 65.0 35.0 5.5

교육수준

무학 54.9 45.1 6.9

초등학교 72.1 27.9 4.9

중고등 81.0 19.0 3.8

전문대 이상 85.6 14.4 2.9

자료: 노인실태조사(2014).

<표 2-11> 우울감

단위: % 

3. 농촌노인의 의료 복지서비스 이용 실태

3.1. 의료기관 방문횟수

농촌노인이 지난 1개월간 의료기관을 방문한 횟수는 평균 2.5회였다. 의료기

관을 방문하지 않은 비율은 19.0%로 나타났다. 남자에 비해 여자의 의료기관 

방문횟수가 많았으며, 남자가 월 1회 방문비율이 높은 것과 다르게 여자는 2회 

이상 방문하는 비율이 높았다. 74세 이하에 비해 75세 이상의 연령층이 의료기

관 방문횟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가 없는 노인이 배우자가 있는 노

인에 비해 의료기관 방문횟수가 2.9회로 다소 많았다. 다른 사람과 함께 동거하

는 경우에 비해 독거노인 가구의 의원기관 방문횟수가 많았으며, 2회 이상 자

주 방문하는 경우도 다른 가구형태에 비해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무학인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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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의 경우 월평균 3.0회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반면, 전문대 이상은 1.6회로 약 

두 배 정도 적었다<표 2-12>.

구분 없음 1회 2~3회 4~5회 6회 이상 평균(회)

전체 19.0 37.3 20.3 12.8 10.5 2.5

성
남자 23.0 43.4 17.4 8.8 7.3 2.0

여자 16.3 33.2 22.3 15.6 12.7 2.9

연령
65~74세 19.9 39.9 18.5 12.2 9.6 2.4

75세 이상 18.0 34.7 22.3 13.5 11.5 2.7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21.0 39.3 18.8 11.6 9.3 2.3

배우자 없음 15.7 34.3 22.8 14.8 12.4 2.9

가구형태

독거노인 13.7 34.0 23.0 16.1 13.3 3.0

노인부부 20.6 38.7 18.9 12.4 9.5 2.4

자녀동거 21.5 37.9 20.6 10.4 9.7 2.4

기    타 23.2 41.4 18.2 8.6 8.6 2.1

교육수준

무학 16.7 32.2 22.5 15.3 13.2 3.0

초등학교 18.5 36.7 20.4 13.9 10.5 2.6

중고등 23.9 45.9 17.3 7.0 6.0 1.7

전문대 이상 23.5 54.7 12.0 5.1 4.7 1.6

자료: 노인실태조사(2014).

<표 2-12> 1개월 간 의료기관 방문 횟수

단위: % 

3.2. 병의원 입원 횟수

농촌노인이 지난 1년간 병의원에 입원한 횟수의 평균은 0.3회였다. 성별과 

연령에 따른 평균 입원횟수는 차이를 보이고 있지는 않았다. 배우자가 없는 노

인과, 동거인이 없는 독거노인의 병의원 입원 횟수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배

우자가 없는 독거노인의 경우 질환치료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혼자 

생활하고 있다는 점에서 집보다는 의료기관에 입원을 통해 도움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학력이 낮은 노인의 병의원 입원횟수가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전문대 이상에서 입원비율이 높았지만, 전반적으로 학력 수준이 낮은 

노인의 입원횟수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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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없음 1회 2회 3회 이상 평균 (회)

전체 79.9 15.9 3.0 1.3 0.3

성
남자 80.1 15.3 3.5 1.1 0.3

여자 79.7 16.2 2.7 1.4 0.3

연령
65~74세 81.4 14.5 3.0 1.0 0.3

75세 이상 78.3 17.2 3.0 1.5 0.3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81.2 14.3 3.5 1.1 0.3

배우자 없음 77.8 18.3 2.3 1.5 0.3

가구형태

독거노인 77.1 19.4 2.2 1.3 0.3

노인부부 81.9 14.0 2.9 1.2 0.3

자녀동거 79.3 15.3 4.2 1.2 0.3

기    타 76.7 18.0 2.8 2.5 0.4

교육수준

무학 76.8 18.6 3.1 1.6 0.3

초등학교 80.9 14.9 2.8 1.4 0.3

중고등 86.2 10.8 2.4 0.6 0.2

전문대 이상 74.4 19.1 6.5 0.0 0.3

자료: 노인실태조사(2014).

<표 2-13> 1년간 병의원 입원 횟수

단위: % 

3.3. 수발률 및 수발자

질환 등으로 도움이 필요할 때,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있는 비율(수발률)은 

74.6%였다. 도움을 받고 있는 노인의 90% 이상은 가족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었다. 그 다음으로 정부에서 제공하는 장기요양서비스와 돌봄서비스를 이용

하는 비중이 높았다. 여자 노인에 비해 남자 노인의 수발률이 88.4%로 높았다.

장기요양서비스 및 돌봄서비스의 지원을 받는 경우도 높았다. 75세 이상 노인

의 수발률이 높았으며, 역시 주로 가족을 통해 도움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정부의 공적서비스는 74세 이하 노인보다는 75세 이상 노인의 서비스 비

중이 높았다. 배우자가 있는 노인이 배우자가 없는 노인에 비해 수발률이 높았

으며, 독거 가구의 수발률이 다른 가구 유형에 비해 적은 비율을 보였다. 학력

이 높을수록 수발률이 높았으며, 무학의 경우에는 68.3%로 낮은 수준이었다

<표 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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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수발률 가족원
친척, 

이웃･친구 등

개인 간병, 

가사도우미

장기요양

서비스

노인돌봄

서비스

전체 74.6 91.2 9.1 0.5 13.8 7.9

성
남자 88.4 96.6 4.3 0.5 11.5 7.1

여자 70.5 89.2 10.8 0.5 14.7 8.3

연령
65~74세 67.6 91.7 9.6 0.7 8.2 4.0

75세 이상 77.1 91.1 8.9 0.5 15.5 9.1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79.6 99.3 4.8 - 14.3 3.0

배우자 없음 70.8 84.1 12.7 1.0 13.3 12.3

가구형태

독거노인 60.8 70.7 20.2 1.2 12.3 20.8

노인부부 78.8 99.1 5.2 - 14.2 3.2

자녀동거 86.2 99.4 3.5 0.6 14.6 2.8

기    타 71.4 86.3 18.8 - 13.7 7.1

교육수준

무학 68.3 90.7 11.4 0.3 13.3 7.7

초등학교 87.1 92.4 4.0 0.7 16.0 7.2

중고등 96.2 95.7 8.6 1.9 12.5 5.6

전문대 이상 100.0 72.6 - - 8.6 36.0

자료: 노인실태조사(2014).

<표 2-14> 수발률 및 수발자

단위: %, 중복응답 

3.4. 노인복지서비스 이용경험

농어업인 복지실태조사(2013)를 통해 농어업 종사자의 복지서비스 이용실태

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노인은 67.3%로 가장 높

은 수준이었다. 다음으로 치매 검진치료 지원사업 15.6%, 의치(틀니)지원사업 

11.7%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60대 이상에서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비율이 높

았다. 읍보다는 면 지역이, 남자보다는 여자가 특정 보건복지지원 사업에 많이 

참여하고 있었다. 장기요양보험제도와 노인돌봄 종합서비스는 60대보다 70대 

이상의 이용 경험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표 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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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치매검진치료

지원사업

안검진 및

안수술지원사업

의치(틀니)

지원사업
기초노령연금

장기요양

보험제도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전체 15.6 10.1 11.7 67.3 5.7 8.0 7.0

읍 지역 14.0 13.6 12.8 64.9 6.4 8.6 8.8

면 지역 16.5 8.3 11.0 68.4 5.3 7.7 5.9

남자 12.9 8.4 10.9 64.2 4.6 5.6 3.9

여자 17.9 12.2 12.1 70.2 6.3 9.6 9.3

60대 12.1 7.7 9.1 57.0 1.7 2.6 2.4

70대 이상 17.8 11.2 12.3 75.0 9.4 11.1 9.3

자료: 농어업인 복지실태조사(2013).

<표 2-15> 노인복지서비스 이용 경험(농어업인 복지실태조사)
단위: % 

정부지원 보건복지사업에 대한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었다. 노인소득보장의 주요 축인 기초노령연금이 다소 낮은 만족도를 보여주

고 있었지만, 대표적인 돌봄서비스인 노인돌봄종합서비스와 장기요양보험제도

의 만족도가 높았다<표 2-16>.

구분
치매검진치료

지원사업

안검진 및

안수술지원사업

의치(틀니)

지원사업
기초노령연금

장기요양

보험제도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전체 68.7 67.4 60.2 52.2 72.5 68.4 69.4

읍 지역 77.1 74.9 65.3 51.9 79.9 72.8 74.7

면 지역 64.7 60.6 56.8 52.4 67.4 65.2 64.4

남자 67.6 65.1 59.3 48.8 72.3 71.1 68.6

여자 70.7 69.0 62.4 55.3 76.6 65.7 72.4

60대 70.1 83.1 65.9 54.0 84.4 70.1 62.8

70대 이상 71.5 66.8 62.2 52.1 74.7 71.3 73.1

자료: 농어업인 복지실태조사(2013).

<표 2-16> 노인복지서비스 만족도
단위: % 

한국복지패널(2010-2015)을 분석해보면, 서비스 중심의 지원은 이용률이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가정봉사서비스 경험은 약 5~7%였으며, 식사배달

지원은 약 3%대의 낮은 수준을 보였다. 상대적으로 재가서비스인 방문, 간병, 목

욕지원 서비스가 8~14%로 높았으며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주었다<표 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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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가정봉사서비스 전체 5.1 5.8 6.0 5.5 5.5 7.2

식사배달지원 전체 2.6 2.5 2.6 3.0 2.0 2.5

가정방문, 간병, 목욕지원 전체 11.9 8.3 10.3 9.7 13.8 13.8

사회교육서비스 전체 3.1 5.1 8.2 5.0 8.0 9.3

<표 2-17> 노인복지서비스 이용실태

단위: % 

자료: 한국복지패널(2010-2015).

4. 소결

이 장에서는 노인실태조사(2014), 농어업인복지실태조사(2013), 한국복지패

널(2010-2015) 자료를 활용하여 농촌노인의 건강 및 의료 복지서비스 실태를 

살펴보았다. 농촌노인의 가구형태 중 독거노인, 노인부부만으로 구성된 형태가 

절대적으로 많은 점에 초점을 두고 다시 살펴보면 좀 더 의미 있는 결과를 찾

을 수 있다. 이들이 자녀나 다른 가족 구성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받기 힘들

다는 것은 선행연구에서도 밝혀진 바 있다. 이 분석 결과에서도 독거노인, 노인

부부의 주관적 건강상태가 나쁘다고 응답한 비율, 만성질환율 등이 다른 가구

형태에 비해 높았다. 뿐만 아니라 기능상태를 나타내는 지표에서도 다른 가구

형태에 비해 낮은 점수가 나타났다. 배우자의 유무, 가구형태 등에 따라 기본적 

일상생활활동, 도구적 일상생활활동의 자립률이 낮게 나타났다. 특히 기능상태

는 연령(75세 이하 이상)을 기준으로 살펴보아도, 75세 이상의 기능장애 비율

이 현저히 높았다. 이는 농촌의 기능장애 노인 중에서도 고령의 독거노인, 노인

부부 등으로 구성된 형태에 보다 관심을 기울여야 함을 지지해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농촌노인의 의료 복지서비스 이용 실태도 분석하였다. 의료기관 방문

횟수는 지난 1개월간 평균 2.5회였으며, 병의원 입원횟수는 지난 1년간 평균 

0.3회였다. 노인복지서비스 이용경험 및 만족도 등을 분석한 결과, 서비스 종류

에 따라 이용률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고, 만족도는 50~70%(100%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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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대로 보통 수준이었다. 앞에 제시된 내용과 연관지어 보면, 농촌노인의 의

료 복지서비스 역시 연령, 가구형태에 따라 이용률 등에 차이가 있었으며 특

히, 학력 수준에 따라서도 다소 큰 차이가 보이는 점은 주의가 요구된다.

이 결과를 통해 농촌노인의 건강 및 의료 복지서비스 이용의 전반적인 현황

을 살펴볼 수 있었다. 그러나 전국 단위 데이터에서는 기능장애 정도에 따라 

농촌노인이 어떠한 의료 서비스, 복지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며 그 장애 요인

들은 무엇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에 한계가 있다는 점 또한 여실히 

드러났다. 따라서 제3장에서는 이 연구에서 실시한 농촌노인을 대상으로 한 설

문조사 결과 및 심층면접 자료를 토대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제3 장

기능장애 농촌노인의 의료 복지서비스 이용 및 공급 

1. 기능장애 농촌노인의 의료 복지서비스 이용 실태와 문제점

기능장애 농촌노인의 의료 복지서비스 이용실태와 문제점을 살펴보기 위해 

설문조사, 심층면접조사를 하였다. 설문조사는 고령화율이 높은 전국 6개 군의 

읍 면 지역에서 631명의 농촌노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심층면접조사는 서

비스접근성을 기준으로 6개 마을 30명의 기능장애 노인을 심층면접하였다.

1.1.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1.1.1. 설문조사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조사표본의 특성을 살펴보면 도구적 일상생활활동과 기본적 일상생활활동에 

모두 문제가 없는 기능장애가 없는 농촌노인은 30.1%, 도구적 일상생활활동에

만 장애가 있는 농촌노인은 11.8%, 기본적 일상생활활동에 장애가 있는 농촌

노인은 58.3%로 기능장애가 있는 농촌노인이 표본에 2/3 이상 포함되었다. 읍

과 면에 거주하는 노인들이 같은 비율로 참여하였으며, 도구적 일상생활활동과 

기본적 일상생활활동 기능장애 노인은 면 지역이 읍 지역보다 약간 높게 나왔

다. 남성이 30.7%, 여성 69.3%로 남성에 비해 여성이 두 배 이상 높은 비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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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에 참여하였다. 기능장애는 여성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조사대상자에 

여성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도 하지만, 실제로도 상대적으로 여성이 더 높은 비

율로 기능장애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33.5%가 일상생활활동에 

기능장애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성의 경우 더 많은 69.3%가 일상생활

활동에 기능장애가 있었다.

그리고 연령이 높을수록 기능장애 비율도 높았다. 표본의 연령은 70대와 80

대가 각각 46.6%와 41.5%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며, 60대와 90대는 각각 

8.4%와 3.5%였다. 일상생활활동에 문제가 없는 노인보다 도구적 일상생활활

동과 기본적 일상생활활동에 장애가 있는 노인집단의 연령이 높았다. 기능장애

가 있는 노인은 대부분 70대와 80대로 나타났다. 80대의 11.1%는 도구적 일상

생활활동에 장애가 있고, 74.4%는 기본적 일상생활활동에 장애가 있었다. 90

대는 4.5%가 도구적 일상생활활동에 장애가 있고, 95.5%가 기본적 일상생활활

동에 장애가 있어 90대 이상 노인은 모두 일상생활활동에 장애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82%가 초졸 이하였고, 중졸, 고졸, 대졸은 각각 10.1%, 7.1%, 0.8%

로 대부분의 농촌노인이 낮은 학력을 보이고 있었다. 기능장애도 학력이 낮을

수록 높게 나타났다. 무학의 89.1%, 초졸의 66.8%가 도구적 일상생활활동 또

는 기본적 일상생활활동에 기능장애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표

본수가 적긴 하지만, 중졸은 64.1%, 고졸은 73.3%가 기능장애가 없는 노인으

로 나타났다.

세대형태는 독거노인(44.7%)과 노인부부(42.5%)를 합한 노인가구가 총 

87.2%로 나타났다. 독거노인의 경우 20.6%만이 기능장애가 없는 노인이고,

11.4%가 도구적 일상생활활동에, 68.1%가 기본적 일상생활활동에 기능장애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 부부 역시 44.4%가 기본적 일상생활활동에 

기능장애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의 비공식 지원을 받기 힘든 노인 

가구에서 비교적 높은 기본적 일상생활활동 기능장애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들

에게 농촌 의료 복지서비스가 의지할 수 있는 중요한 공식 지원이다.

조사에 참여한 노인의 71.2%는 무직으로 나타났으며, 농업인은 21.4%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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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기능 정도

문제 없음10
도구적 

일상생활활동11

기본적 

일상생활활동12
계

특성

사례수(%) 전체 190(30.1) 73(11.8) 368(58.3) 631(100)

지역
읍 109(34.6) 34(10.8) 172(54.6) 315(100)

면 81(25.6) 39(12.3) 196(62.0) 316(100)

성별
남성 108(55.7) 21(10.8) 65(33.5) 194(100)

여성 82(18.8) 52(11.9) 303(69.3) 437(100)

연령

60대 41(77.4) 3(5.7) 9(17.0) 53(100)

70대 111(37.8) 40(13.6) 143(48.6) 294(100)

80대 38(14.5) 29(11.1) 195(74.4) 262(100)

90대 0(0.0) 1(4.5) 21(95.5) 22(100)

<표 3-1> 조사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기능장애

단위: 명, %

농업인의 49.6%는 기능장애가 없는 노인이었지만, 무직의 78.7%는 도구적 일

상생활활동이나 기본적 일상생활활동에 기능장애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

답자 83.8%의 월 가구소득이 100만 원 미만으로 나타났으며 이 집단에 속한 

노인의 74.2%가 도구적 일상생활활동이나 기본적 일상생활활동에 기능장애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능장애 노인의 소득이 낮았다.

응답자의 8.7%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였고, 17.4%가 개인의료보험을 가지고 

있었다. 개인의료보험을 가지고 있는 노인 중 58.2%가 도구적 일상생활활동과 

기본적 일상생활활동에 장애가 없었지만, 개인의료보험이 없는 노인 중 

75.8%(도구적 일상생활활동 11.9%, 기본적 일상생활활동 63.9%)가 기능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본에 포함된 기능장애 농촌노인은 여성이 남성보다 많았으며, 연령은 70

대와 80대가 많고, 학력은 무학과 초졸이 다수였다. 가구형태는 독거노인이나 

노인부부가 많고, 직업은 없으며, 소득은 월 100만 원 미만으로, 개인의료보험

이 없는 특성을 보였다<표 3-1>.

10 표에서 사용되는 ‘문제없음’은 기능장애가 없는 농촌노인 집단을 의미한다.

11 표에서 사용되는 ‘도구적 일상생활활동’은 도구적 일상생활활동에 기능장애가 있는 집단을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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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기능 정도

문제 없음10
도구적 

일상생활활동11

기본적 
일상생활활동12

계
특성

최종학력

무학 28(10.9) 29(11.2) 201(77.9) 258(100)

초졸 86(33.2) 32(12.4) 141(54.4) 259(100)

중졸 41(64.1) 7(10.9) 16(25.0) 64(100)

고졸 33(73.3) 4(8.9) 8(17.8) 45(100)

대졸 이상 2(40.0) 1(20.0) 2(20.0) 5(100)

가구형태

혼자 58(20.6) 32(11.4) 192(68.1) 282(100)

부부 119(44.4) 30(11.2) 119(44.4) 268(100)

부부자녀 7(29.2) 5(20.8) 12(50.0) 24(100)

자녀동거 5(9.6) 6(11.5) 41(78.9) 52(100)

기타 1(20.0) 0(0.0) 4(80.0) 5(100)

직업

전업농 67(49.6) 20(14.8) 48(35.6) 135(100)

겸업농 13(56.5) 2(8.7) 8(34.8) 23(100)

비농업 15(62.5) 3(12.5) 6(25.0) 24(100)

무직 95(21.2) 48(10.7) 306(68.2) 449(100)

월 가구소득

100만 원 미만 136(25.7) 60(11.3) 333(62.6) 529(100)

100만~149만 원 23(48.9) 7(14.9) 17(36.2) 47(100)

150만~199만 원 12(57.1) 1(4.8) 8(38.1) 21(100)

200만~249만 원 10(50.0) 2(10.0) 8(40.0) 20(100)

250만 원 이상 6(64.3) 3(21.4) 2(14.3) 11(100)

국민기초생활수급
있음 6(10.9) 4(7.3) 45(81.8) 55(100)

없음 184(31.9) 69(12.0) 323(56.1) 576(100)

개인보험
있음 64(58.2) 11(10.0) 35(31.8) 110(100)

없음 126(24.2) 62(11.9) 333(63.9) 521(100)

주 1) 도구적 일상생활활동은 도구적 일상생활활동 항목에 하나라도 도움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임.

주 2) 기본적 일상생활활동은 기본적 일상생활활동 항목에 하나라도 도움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로 응답자의 대부분(92.9%)

이 도구적 일상생활활동에도 도움이 필요하다고 응답을 함. 

자료: 농촌노인 의료･복지서비스 실태조사(2017).

(계속)

미한다.

12 표에서 사용되는 ‘기본적 일상생활활동’은 기본적 일상생활활동에 기능장애가 있는 집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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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심층면접조사 및 조사 대상자의 특성

심층면접조사는 할당표집방법을 활용하여 지역을 선정하였다. 국내 농촌지

역을 경기권, 강원권, 충청권, 경상권, 전라권, 동남권으로 구분하고 각 권역별

로 1개 마을을 정하였다. 그 후 6개 마을에 거주하는 30명(각 5명씩)을 선정하

고, 연구진이 해당 마을을 직접 방문하여 1대 1로 면담을 진행하였다. 응답자의 

연령, 교육 수준, 혼인상태, 가구형태 등의 일반적 사항을 묻는 것으로 시작하

여 일상생활활동능력(ADL, IADL) 수준을 측정하였다. 기본적 일상생활활동을 

측정하는 5개 문항 중 ‘부분도움’ 또는 ‘완전도움’의 응답이 최소 한 번 이상인 

경우, 도구적 일상생활활동을 측정하는 8개 문항 중 ‘부분도움’ 또는 ‘완전도

움’의 응답이 최소 세 번 이상 나오는 경우 면담을 시작하였다. 면담의 주요 

내용은 농촌 기능장애 노인의 의료 복지서비스 이용실태(ex: 서비스 인지도,

서비스 접근성, 미충족 욕구)이였다.

응답자는 여성 18명 남성 12명이었으며, 60대가 4명, 70대 9명, 80대 16명,

90대 1명으로 70대와 80대가 많았다. 학력은 무학이 9명, 초졸이 8명, 중졸이 

5명, 고졸이 7명, 대졸이 1명이었다. 가구형태는 독거노인이 12명, 노인부부가

구가 14명, 자녀와 동거하는 경우가 4명으로 나타나 노인가구가 총 26명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1.2. 기능장애 노인의 건강

□ 기능장애 정도

조사대상자의 기능장애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기본적 일상생활활동과 도구

적 일상생활활동을 수행하는 데 도움이 필요한 정도를 측정하였다. 기본적 일

상생활활동을 측정하기 위해 잠자리에 누웠다가 일어나기, 목욕하기, 옷 갈아입

기, 식사하기, 화장실 이용하기, 가까운 거리 걷기에 도움이 필요한지 질문하였다.

측정 항목 중 목욕하기에서 42.2%가 도움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기본적 일

상생활활동 중 기능장애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가까운 거리 걷기와 잠자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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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웠다가 일어나기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도 각각 37.6%와 32.3%로, 조사에 응

답한 농촌노인의 1/3 정도가 기능장애를 가지고 있었다. 반면 식사하기는 6.5%

로 기능장애 정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3-1>.

<그림 3-1> 기본적 일상생활활동 기능장애 비율

자료: 농촌노인 의료･복지서비스 실태조사(2017).

농촌노인 응답자 중 41.7%가 기본적 일상생활활동에 도움이 필요하지 않은 

기능장애가 없는 노인으로 나타났지만, 58.3%는 기본적 일상생활활동 항목 중 

어느 한 항목이라도 도움이 필요한 기능장애 노인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중 3개 

이상 항목에서 기능장애를 가지고 있는 비율도 21.2%로 높게 나타나 일상생활

활동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클 것으로 보이며 의료와 복지서비스가 주로 필

요할 대상으로 보인다<표 3-2>.

기본적 일상생활활동 기능장애 수 사례 수 비율

문제 없음 263 41.7

1개 126 20.0

2개 108 17.1

3개 이상 134 21.2

계 631 100

<표 3-2> 기본적 일상생활활동 기능장애 수 
단위: 명, %

자료: 농촌노인 의료･복지서비스 실태조사(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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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구적 일상생활활동을 측정하기 위해 버스 타기, 세탁 청소하기, 장보기, 약 

먹기, 돈 관리, 전화 사용, 식사 준비, 몸단장 8개 항목에 도움이 필요한지 질문

하였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일처리, 돈 관리하는 데 도움이 필요하다고 응답

한 사람이 응답자의 58.3%에 달하여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그 다음으

로 버스 타기에 응답자의 47.5%가 도움이 필요하다고 답하였다. 응답자 중 장

보기는 45.3%, 세탁 청소하기는 42.2%가 도움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가정에

서 이루어지는 일상생활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도 도움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

다<그림 3-2>.

<그림 3-2> 도구적 일상생활활동 기능장애 비율

자료: 농촌노인 의료･복지서비스 실태조사(2017).

도구적 일상생활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비율은 응답자 중 65.8%로 약 2/3

정도의 응답자가 도구적 일상생활에 기능장애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도구적 일상생활활동 중 3~4개 항목에 도움이 필요한 응답자는 29.8%, 5개 

이상의 항목에서 도움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도 15.4%로 나타나 사회적 활

동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며, 의료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주 대

상으로 보인다<표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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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구적 일상생활활동 기능장애 수 사례 수 비율

문제 없음 216 34.2

1~2개 130 20.6

3~4개 188 29.8

5개 이상 97 15.4

계 631 100

<표 3-3> 도구적 일상생활활동 기능장애 수 
단위: 명, %

자료: 농촌노인 의료･복지서비스 실태조사(2017).

도구적 일상생활활동과 기본적 일상생활활동을 함께 살펴보면, 기능장애가 

없는 노인이 30.1%로 응답자의 1/3 정도는 건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구적 일

상생활활동에 기능장애를 가진 노인은 65.8%지만, 대부분은 기본적 일상생활

활동에도 기능장애를 겪고 있어서 도구적 일상생활활동만 기능장애가 있는 노

인은 11.6%, 기본적 일상생활활동만 기능장애가 있는 노인은 4.1%였다. 기본

적 일상생활활동은 신체기능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 일상생활활

동에 기능장애가 있으면 도구적 일상생활활동에서도 기능장애를 경험하게 된

다<표 3-4>.

기능장애 정도 사례 수 비율

문제 없음 190 30.1

도구적 일상생활활동장애 73 11.6

기본적 일상생활활동장애13 368 58.3

<표 3-4> 기능장애 구분
단위: 명, %

자료: 농촌노인 의료･복지 서비스 실태조사(2017).

13 이 연구에서는 기본적 일상생활활동에 기능장애가 있는 노인은 도구적 일상생활활동 기능장애

를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표에서 제시하는 기본적 일상생활활동 기능장애는 도구적 일상

생활활동 기능장애를 포함한다. 기본적 일상생활활동 기능장애만 가진 농촌노인은 4.1%(26명)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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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능장애 농촌노인의 신체건강

조사 대상자 중 기본적 일상생활활동 기능장애 노인의 주관적 건강이 가장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능장애가 없는 노인의 27.9%만 자신의 건강을 

부정적으로 응답했지만, 도구적 일상생활활동 기능장애 노인의 46.6%, 기본적 

일상생활활동 기능장애 노인의 78.0%가 주관적 건강에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

났다. 기본적 일상생활활동 기능장애 노인이 도구적 일상생활활동 기능장애 노

인보다 부정적 응답 비율이 더 높은 것은 기본적 일상생활활동이 신체적 기능

을 요구하는 활동으로 도구적 일상생활활동 장애보다 주관적 건강 상태에 더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표 3-5>.

주관적 건강

기능 정도
부정적 보통 긍정적 계

문제 없음 27.9 30.5 41.6 100.0

도구적 일상생활활동장애 46.6 23.3 30.1 100.0

기본적 일상생활활동장애 78.0 15.8 6.3 100.0

<표 3-5> 기능장애와 주관적 건강 
단위: %

자료: 농촌노인 의료･복지서비스 실태조사(2017).

고혈압은 60.4%로 전체 응답자에게서 가장 높게 나와 농촌노인이 흔하게 갖

는 만성질환으로 보인다. 이 결과는 우리나라 전체 노인의 56.7%가 고혈압을 

가지고 있는 것과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오영희 2015). 도구적 일상생활활동 

기능장애 노인 역시 고혈압이 65.8%로 가장 흔한 만성질환으로 나타났다. 기

본적 일상생활활동 기능장애 노인의 63.6%가 고혈압을 갖고 있었으며, 관절염

도 75.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관절염이 농촌노인의 신체 기능에 크게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노인의 33.4%만이 관절염을 갖

고 있는 것과는 크게 다른 양상을 보인다(오영희 2015). 이와 비슷하게 디스크 

역시 기본적 일상생활활동 기능장애 노인의 23.9%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기능장애 없는 노인의 4.2%와 도구적 일상생활활동 기능장애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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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8.2%보다 3배 내지 6배 높은 결과이다. 신체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관절염과 디스크와 같은 근골격계 질환이 기본적 일상생활활동 기능장애 노인

에게 많이 발생하는 만성질환으로 나타났다<표 3-6>.

질병종류

기능 정도
관절염 고혈압 당뇨 디스크

심장

질환

위장

장애

뇌졸중/

뇌혈관질환

백내장/

녹내장

고지

혈증

전체 58.5 60.4 23.6 16.2 14.4 11.4 10.8 8.4 10.3 

문제 없음 32.6 52.1 24.7 4.2 9.0 6.8 6.8 4.7 11.6 

도구적 일상생활활동장애 42.5 65.8 20.6 8.2 12.3 5.5 8.2 5.5 11.0 

기본적 일상생활활동장애 75.0 63.6 23.6 23.9 17.7 15.0 13.3 10.9 9.5 

<표 3-6> 기능장애와 질병의 종류

단위: %

자료: 농촌노인 의료･복지서비스 실태조사(2017).

기능장애 농촌노인은 상대적으로 많은 질환을 가지고 있다. 기능장애에 문제

없는 노인은 평균 1.6개의 질환을 가지고 있지만, 도구적 일상생활활동 기능장

애 노인은 평균 2.0개, 기본적 일상생활활동 기능장애 노인은 평균 2.7개의 질

병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7>. 기능장애 노인의 경우 일상생활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과 함께 질병으로 인한 어려움도 겪는 것으로 보

인다. 이러한 결과는 기능장애 노인이 의료 복지서비스 욕구가 높음을 보여준

다.

질병 수

기능 정도
없음 1~2개 3개 이상 평균 (개)

문제 없음 15.8 63.2 21.1 1.6 

도구적 일상생활활동장애 1.4 67.1 31.5 2.0 

기본적 일상생활활동장애 0.3 44.8 54.9 2.7 

<표 3-7> 기능장애와 질병 수

단위: %

자료: 농촌노인 의료･복지서비스 실태조사(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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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능장애 농촌노인의 정신건강

기능장애 농촌노인의 경우 정신건강도 나쁜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증상의 경

우 기능장애가 없는 노인의 64.6%가 정상이었지만, 기본적 일상생활활동 기능

장애 노인은 33.2%만 정상이었다. 심한 우울증상을 보이는 경우도 기능장애가 

없는 노인의 비율은 13.8%였지만, 도구적 일상생활활동 기능장애 노인은 

25.0%, 기본적 일상생활활동 기능장애 노인은 29.3%로 기능장애 노인이 상대

적으로 높은 우울증상을 보였다<표 3-8>.

우울 정도14

기능 정도
정상(0∼4) 우울 의심(5∼9) 심한 우울증(10∼27) 계

문제 없음 64.6 21.7 13.8 100.0

도구적 일상생활활동장애 56.9 18.1 25.0 100.0

기본적 일상생활활동장애 33.2 37.5 29.3 100.0

<표 3-8> 기능장애와 우울정도

단위: %

자료: 농촌노인 의료･복지서비스 실태조사(2017).

스트레스 정도15

기능 정도
낮음 중간 높음 계

문제 없음 47.9 47.4 4.7 100.0

도구적 일상생활활동장애 27.4 58.9 13.7 100.0

기본적 일상생활활동장애 7.6 65.1 27.3 100.0

<표 3-9> 기능장애와 스트레스

단위: %

자료: 농촌노인 의료･복지서비스 실태조사(2017).

14 우울증 척도(PHQ-9)는 9개 문항으로 이뤄져 있고, 총점이 5점 이상이면 우울증을 의심할 수 

있다. 10점 이상인 경우엔 정신건강 전문가와의 상담을 요한다. 

15 스트레스 정도는 PSS4점수를 PSS10기준으로 환산하여 분류하였다. PSS10은 10문항으로 0-40

점의 범위를 갖고 있고, 이 연구는 PSS10을 간소화한 PSS4를 사용하였다. 환산점수: 낮음 

PSS10(0-13)→ PSS4(0-5), 중간 PSS10(14-26)→ PSS4(6-10), 높음 PSS10(27-40)→ PSS4(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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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 경우 기능장애 노인이 기능장애가 없는 노인에 비해 매우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기능장애가 없는 노인은 스트레스가 낮은 경우가 47.9%로 절

반에 이르지만, 도구적 일상생활활동 기능장애 노인은 27.4%, 기본적 일상생활

활동 기능장애 노인은 7.6%만이 스트레스가 낮았다. 반면 스트레스가 높은 경

우는 도구적 일상생활활동 기능장애 노인이 13.7%, 기본적 일상생활활동 기능

장애 노인이 27.3%로 기능장애가 없는 노인 4.7%에 비해 각각 2.5배에서 5배 

이상 비율이 높았다<표 3-9>.

1.3. 기능장애 농촌노인의 의료서비스 이용실태

기능장애 노인이 병(의)원을 기능장애가 없는 노인들보다 더 많이 이용하고,

기능장애가 없는 노인들이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를 기능장애 노인들보다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10>. 이는 기능장애 노인은 치료목적으

로 병(의)원을 이용하고,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는 질병을 치료하기보다는 

간단한 병을 치료하거나 혈압관리 등 건강을 관리하고 예방을 목적으로 이용

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심층연구에서는 의료서비스 중 보건소에 대한 인식 및 이용 경험이 높았고,

노인요양시설, 치매, 노인돌봄서비스에 대한 인지 및 이용 수준은 낮았다. 아직

까지 인지기능상의 어려움을 겪지 않거나 가족 등 자신을 돌봐줄 수 있는 보호

자가 있으면 해당 서비스들에 대해 스스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 인지 및 이용 

수준이 낮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혼자 살면 독거노인이라고 전화 오거나 그런 거는 없는데... 잘 모르는 사람이 

전화하면 속이는 걸까 하면서 전화를 끊어 버려요 .나는 뭐 주로 아는 데는 보건

소이고... 뭐든 주로 보건소장에게 물어 봐요. 면사무소, 노인요양시설, 치매센터 

또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다 잘 몰라요. 보건소에 주로 가서 치료 받고 찜질

하고(순천시, 심층면접 참여자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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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보건소에서 이용하는 서비스 내용에는 혈압측정 등과 같은 기본적 건강

검진과 감기 약 처방 등 같은 비교적 간단한 서비스 수준에 머물렀다. 주사처방

이나 혈압, 디스크, 관절염, 골다공증 등의 만성적인 신체적 질환을 치료하고 관

리하는 데 있어서는 주변의 개인 병(의)원과 약국을 주로 이용하고 있었다.

“보건소 이용은 글쎄... 한 50% 될걸요. 감기 걸리거나 배 아프면 가서 혈압도 

재고 하죠. 보건소는 만족하죠. 그런데 웬만한 건 다 나가서 개인병원에 가서 주사

도 맞고 그러죠. 전부 허리 아프고 하니까. 보건소에서 그런 건 못하잖아요. 간단

한 약만 처방해주고. 주사 맞을 건 주사 맞게 해주고(홍천군, 심층면접 참여자 A).”

의료 기관

기능 정도
병(의)원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문제 없음 (190) 66.8 13.2 13.7 6.3

도구적 일상생활활동장애 (73) 79.5 8.2 9.6 1.4

기본적 일상생활활동장애 (368) 79.6 8.7 8.2 3.0

<표 3-10> 평소에 이용하는 의료기관

단위: %

자료: 농촌노인 의료･복지서비스 실태조사(2017).

기능장애가 없는 노인보다 도구적 일상생활활동에 기능장애가 있거나 기본

적 일상생활활동에 기능장애가 있는 노인이 병(의)원을 포함한 모든 의료서비

스 기관을 더 자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적 일상생활활동에 장애가 

있는 노인은 월 3.9회로 기능장애가 없는 노인에 비해 두 배 이상 병(의)원을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질병이 많은 기능장애 노인이 질병관리를 위해 

병(의)원을 더 자주 이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표 3-11>. 한 번도 병(의)

원을 방문하지 않는 비율이 문제없는 노인은 36.8%, 도구적 일상생활활동 기

능장애 노인은 21.9%, 기본적 일상생활활동 기능장애 노인은 15.5%로 나타났

다. 기본적 일상생활활동 기능장애 노인은 병(의)원을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받

을 필요가 가장 높지만 15.5%가 의료기관을 한 번도 방문하지 않은 것으로 나

타나 기능장애로 인한 병(의)원 서비스 접근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50

의료 기관

기능 정도
병(의)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문제 없음 (190) 1.4 0.7 0.2

도구적 일상생활활동장애 (73) 2.2 0.9 1.5

기본적 일상생활활동장애 (368) 3.9 1.3 0.6

<표 3-11> 지난 한 달 의료서비스 기관 평균 이용 횟수

단위: 번

자료: 농촌노인 의료･복지서비스 실태조사(2017).

건강검진을 받은 비율은 기본적 일상생활활동에 기능장애가 있는 노인이 가

장 낮았다. 기본적 일상생활활동 기능장애 노인은 건강상 문제가 가장 심하지

만 건강검진은 가장 많이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12>.

건강검진 여부

기능 정도
없다 있다

문제 없음 (190) 11.1 88.9

도구적 일상생활활동장애 (73) 11.0 88.0

기본적 일상생활활동장애 (368) 15.2 84.8

<표 3-12> 지난 2년간 건강검진 여부

단위: %

자료: 농촌노인 의료･복지서비스 실태조사(2017).

지난 2년간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노인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이유

를 조사했다. 기본적 일상생활활동 기능장애 노인의 37.5%가 거동이 불편해서 

건강검진을 받지 않았다고 답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도구적 일상생활활

동 기능장애 노인도 사례 수는 적지만 25%가 거동이 불편해서 건강검진을 받

지 않았다고 답했다. 기본적 일상생활활동 기능장애 노인 중 8.9%는 건강검진 

정보를 몰라 받지 않았다고 답해 다른 집단 노인에 비해 정보에 접근성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표 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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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미수진 이유

기능 정도

거동

불편
필요 없음

과거 이상

없음
정보를 모름

경제적

부담
기타 계

문제 없음 (21) 0.0 52.4　 23.8　 0.0　 0.0　 23.8　 100.0

도구적 일상생활활동장애 (8) 25.0 25.0 37.5　 0.0　 12.5　 25.0　 100.0

기본적 일상생활활동장애 (56) 37.5 19.6 17.9 8.9 5.4 10.7 100.0

<표 3-13> 건강검진 미수진 이유

단위: %

자료: 농촌노인 의료･복지서비스 실태조사(2017).

보건소에서 제공하는 공공의료보건서비스 중 의치(틀니)는 기본적 일상생활

활동 기능장애 노인이 기능장애가 없는 노인과 도구적 일상생활활동 기능장애 

노인보다 다소 많이 이용하였지만, 만성질환관리는 기능장애가 없는 노인이 더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타나났다. 치매관리는 도구적 일상생활활동 기능장애 노

인과 일상생활활동 기능장애 노인이 기능장애가 없는 노인보다 더 많이 이용

하였다<표 3-14>. 공공의료보건서비스 중 치매검사관리 서비스 이용률이 가장 

높은 것은 현재 보건소가 주관해 60세 이상의 모든 노인을 대상으로 치매검진

사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공공의료보건서비스16

기능 정도
의치(틀니)지원 치매검사관리 만성질환관리

문제 없음 (190) 4.7 47.9 37.4

도구적 일상생활활동장애 (73) 2.7 68.5 31.5

기본적 일상생활활동장애 (368) 7.7 64.1 24.5

<표 3-14> 공공의료보건서비스 이용률

단위: %

자료: 농촌노인 의료･복지서비스 실태조사(2017).

16 공공의료보건서비스는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에서 제공하는 가장 대표적인 보건서비스를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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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기능장애 노인의 복지서비스 이용실태

농촌노인의 경우 다양한 복지서비스가 있지만 서비스를 알지 못해서 이용하

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 서비스 비인지 정도를 살펴보기 위해 다양한 복지서

비스에 대한 기능장애 농촌노인의 비인지도가 어느 정도인지 조사하였다.

재가서비스인 방문간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간보호, 기타 재가 서비스 

모두 기본적 일상생활활동 기능장애 노인의 서비스 비인지도가 가장 높았다.

도구적 일상생활활동 기능장애 노인도 기능장애가 없는 노인보다 3~4배 높은 

비인지율을 보였다<표 3-15>. 기본적 일상생활활동 기능장애 노인은 재가서비

스가 필요한 대상이지만, 기능장애가 없는 노인과 도구적 일상생활활동 기능장

애 노인에 비해 재가서비스 인지도가 낮아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재가서비스17

기능 정도
방문간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간보호 기타 재가

문제 없음 (190) 1.6 1.7 1.6 29.0 31.6

도구적 일상생활활동장애 (73) 5.5 5.5 6.9 49.3 45.2

기본적 일상생활활동장애 (368) 15.8 15.5 17.1 65.2 54.6

* 방문간호와 방문목욕은 보건소나 읍사무소에 제공하는 서비스가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자료: 농촌노인 의료･복지서비스 실태조사(2017).

<표 3-15> 재가서비스 비인지도

단위: %

  

지역사회에서 제공되는 복지서비스는 재가서비스와 비슷하게 경로당을 제외

한 모든 서비스에서 기본적 일상생활활동 기능장애 노인이 가장 높은 비인지

도를 보였다. 반면 기능장애가 없는 노인은 낮은 비인지도를 보였다<표 3-16>.

기본적 일상생활활동 기능장애 노인이 서비스가 가장 필요한 집단이지만, 서비

스를 인지하지 못한 비율은 가장 높아서 지역사회 복지서비스를 이용하지 못

17 재가서비스는 장기요양보험을 통해 제공되는 재가복지 서비스와 함께 보건소나 읍면사무소

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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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경로당은 모든 노인들이 인지하고 있는 시설로 나

타나서 향후 경로당을 통한 서비스 전달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지역사회 복지서비스18

기능 정도
무료급식 물품지원 가정봉사 반찬배달

노인

복지관
경로당

문제 없음 (190) 7.9 19.5 6.8 6.8 0.0 0.0

도구적 일상생활활동장애 (73) 12.3 19.2 9.6 4.1 0.0 0.0

기본적 일상생활활동장애 (368) 17.9 32.1 19.0 18.5 4.89 0.0

<표 3-16>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비인지도

단위: %

자료: 농촌노인 의료･복지서비스 실태조사(2017).

재가서비스는 장기요양보험 수급자가 포함되어 있는 기능장애 노인들의 이

용률이 기능장애가 없는 노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지만 모두 15% 미만으

로 나타나, 기본적 일상생활활동 기능장애 노인의 이용률이 높지 않았다. 주간

보호를 이용하는 일상생활활동 기능장애 노인은 아무도 없었다<표 3-17>. 이

는 주간보호서비스 이용자의 경우 설문조사 시간과 서비스 이용 시간이 같아

서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을 것으로 추측된다. 하지만 주간보호를 매일 이

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이용률 역시 낮은 것으로 보인다. 도시노인의 

경우 방문목욕 15.9%, 방문요양 16.1%로 농촌노인보다 이용경험이 많았고, 주

야간보호 서비스 역시 24.2%가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농촌보다 

높은 이용률을 보인다(이재정 외 2015).

심층연구 참여자들은 현재 우리나라의 장기요양보험 및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자신이 다른 사람의 도움이 요구되는 기능장

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인지 및 신체기능이 남아 있

고 일상생활을 도와줄 수 있는 가족(ex: 배우자, 자녀)이 있는 상황에서는 장기

요양서비스를 이용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자들은 일상생활 수행

에서의 기능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장기요양서비스 

18 지역사회복지서비스는 노인복지관이나 읍면사무소에서 제공하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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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집에 와서 청소도 해주고 씻는 것도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고 듣기는 했어. 우리 

부락에서도 한 사람이 이용하고 있는데... 나는 별로 안 이용하고 싶어... 움직일 

때까지 움직이다가 죽어야지... 그리고 아들 며느리가 자주 오고 (순천시, 심층면

접 참여자 B).”

재가서비스19

기능 정도
방문간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간보호20 기타 재가

문제 없음 (190) 4.74 2.11 1.05 0.53 1.05

도구적 일상생활활동장애 (73) 5.48 6.85 0 2.74 1.37

기본적 일상생활활동장애 (368) 14.4 10.3 5.99 0 2.45

<표 3-17> 재가서비스 이용률

단위: %

* 방문간호와 방문목욕은 보건소나 읍･면사무소에 제공하는 서비스가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자료: 농촌노인 의료･복지서비스 실태조사(2017).

지역사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중 재가서비스와 비슷한 가정봉사서비스는 

기본적 일상생활활동에 기능장애가 있는 노인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 도구적 일상생활활동 기능장애 노인이 기능장애가 

없는 노인에 비해 더 높은 지역사회복지서비스 이용률을 보였다. 기본적 일상

생활활동 기능장애 노인의 경우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무료급식(22.6%), 가

정봉사(12.3%), 반찬배달 서비스(9.3%)를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로 이용하였다.

노인복지관은 기능장애가 없는 노인의 이용률이 가장 높았다. 도구적 일상생활

활동 기능장애 노인의 38.4%, 기본적 일상생활활동 기능장애 노인 33.2%가 

노인복지관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나 다른 서비스에 비해 이용률이 높았다.

경로당은 도구적 일상생활활동 기능장애 노인 90.4%와 기본적 일상생활활동 

19 재가서비스는 장기요양보험을 통해 제공되는 재가복지 서비스를 측정하였다.

20 주간보호 서비스 이용자가 없는 것은 주간에 시설을 이용하고 있어서 표본에 포함되지 못한 

것과 낮은 서비스 인지도 때문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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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장애 노인 91.9%가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경로당이 농촌지역에서 지역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18>.

심층면접 참여자 역시 지역 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로 경로당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로당이 기능장애 농촌노인이 이용하는 중요한 

서비스 자원으로 보인다.

“경로당 말고 다른 데는 잘 몰라.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노인대학 그런 것이 뭐

야? 노인복지관도 처음 들어봐. 순천에도 그런 것 있어?. 그리고 다리가 아파서...

경로당 보건소도 우리 동네 있으니까 이용하는 것이지 다른 데 있으면 가도 못해

(순천시, 심층면접 참여자 B).”

또한 대부분의 참여자들이 복지관 등에서 제공되는 무료급식 등 복지서비스

에 대해서도 알고 있으나, 물리적 거리, 낯선 사람들을 만나는 것에 대한 부담

감 등으로 굳이 이용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 알긴 알아도 이용해본 적이 없어(자신이 글을 모른다는 것에 위축되어 있으며 

그로인해 집에 사람이 오는 것을 부담스러워 함(김해시, 심층면접 참여자 A).”

“도시락 가져다주고 하는 것은 불우이웃 돕는 곳에서 하는지 알고 있는데 어디

에서 어떤 단체에서 하는지 잘 모르겠어. 여기는 시골이니까 굳이 다른 사람한테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 해결하려는 사람들이 많으니깐 주변에서 못 본 것 같아

(기장군, 심층면접 참여자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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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복지서비스21

기능 정도
무료급식 물품지원 가정봉사 반찬배달

노인

복지관
경로당

문제 없음 (190) 26.8 3.7 3.2 4.2 46.8 79.0

도구적 일상생활활동장애 (73) 15.1 1.4 5.5 6.9 38.4 90.4

기본적 일상생활활동장애 (368) 22.6 3.5 12.3 9.3 33.2 91.9

<표 3-18> 지역사회복지서비스 이용률

단위: %

자료: 농촌노인 의료･복지서비스 실태조사(2017).

전반적인 의료 복지서비스는 일상생활활동에 문제없는 기능장애가 없는 노인

들이 평균 1.8개로 가장 적게 이용하고 있으며, 기본적 일상생활활동 기능장애

가 있는 노인들이 2.3개로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적 일상생활

활동 기능장애 노인 중 9.4%, 도구적 일상생활활동 기능장애 노인 중 8.2%는 

의료 복지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

으로 보인다<표3-19>.

의료･복지서비스

기능 정도
이용 안 함 1개 2개 3개 4개 이상 평균(개)

문제 없음 (190) 20.5 26.3 25.3 15.8 121 1.8

도구적 일상생활활동장애 (73) 8.2 30.1 26.0 26.0 9.7 2.1

기본적 일상생활활동장애 (368) 9.4 27.7 28.3 16.6 18.0 2.3

<표 3-19> 의료･복지서비스 이용 평균

단위: %

자료: 농촌노인 의료･복지서비스 실태조사(2017).

심층연구 조사에 참여한 농촌 기능장애 노인들은 주로 이용하는 의료 복지

서비스 정보를 마을 이장 또는 이웃주민, 가족 등으로부터 얻는 것으로 나타났

다. 참여자 대부분이 읍면사무소 및 복지관 이용을 활발히 하지 않아 공무원 

또는 사회복지사로부터 관련 서비스 정보를 획득하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

21 지역사회복지서비스는 노인복지관이나 읍면사무소에서 제공하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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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정보는 오다가다 듣는 거지. 이웃들이랑 이장한테도 듣고. 가족한테는 들을 

적도 있고 그렇지. 공무원들이나 사회복지사들은 보지를 않으니(김포시, 심층면접 

참여자 C).”

“우리 노인회장님이 무슨 일이 있으면 노인협회에서 회의를 해서 통보가 내려오면 

알려주고 그러지. 노인회장, 이장 등. 군청 내 전담공무원이나 사회복지사에게 듣

는 정보는 별로 없어요. 보건소에서도 예방접종만 하지 다른 건 없어요(홍천군, 심

층면접 참여자 B).”

이처럼 농촌노인이 의료 복지서비스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가족, 이

장, 이웃주민 등과 같은 비공식적 경로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

히 기능장애 농촌노인은 거리가 멀고 교통이 불편한 읍면사무소 및 복지관에 

먼저 접근하기 어렵다. 따라서 읍면사무소 및 복지관 등 공식적 복지체계상에

서 잠재적 복지서비스 이용자를 발굴하고 관련 정보를 알려주는 방안이 고려

될 필요가 있다.

1.5. 기능장애 농촌노인의 미충족 서비스 욕구

치료가 필요하지만 치료를 받지 못한 미충족 의료서비스 욕구는 기본적 일

상생활활동 기능장애 노인의 비율이 24.7%로 다른 집단 노인에 비해 2배 정도 

높았다<표 3-20>. 의료서비스 필요가 가장 높은 집단이 기본적 일상생활활동 

기능장애 노인이지만, 이들의 미충족 의료서비스 욕구가 가장 높았다. 이는 기

본적 일상생활활동으로 인해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의미

한다. 필요한 서비스를 찾기 힘든 농촌지역에서 거동이 불편한 기본적 일상생

활활동 기능장애 노인은 기능장애가 없는 노인과 도구적 일상생활활동 기능장

애 노인에 비해 의료서비스에 접근하기 힘들다.

심층면접을 통해 농촌지역의 경우 물리적 지리적 환경의 특성상 특히 고령



58

의 기능장애 노인들이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응급시설이 갖추어진 종합병원

까지 이동하는 동안에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응답하였다.

“내가 여기 살지만 응급상황이 발생하잖아요? 강하지 않으면 청주 가다 죽어요. 정

신력으로 버텨야지. 증평엔 없어요. 여기서 아프면 서울00병원, 00서울병원이나 서

울까지 가야지. 정신이 좀 있어야 가지. 아니면 청주로 가야지. 청주까지 가는데 1

시간? 잘못하면 가다가 죽는다니까(증평군, 심층면접 참여자 E).”

미충족 의료서비스 욕구22

기능 정도
있음 없음 계

문제 없음 (190) 12.1 87.9 100.0 

도구적 일상생활활동장애 (73) 12.3 87.7 100.0 

기본적 일상생활활동장애 (368) 24.7 75.3 100.0 

<표 3-20> 미충족 의료서비스 욕구
단위: %

자료: 농촌노인 의료･복지서비스 실태조사(2017).

재가서비스 이용이 필요하였지만 이용하지 못한 미충족 서비스 욕구는 상대

적으로 재가서비스 필요가 높은 기본적 일상생활활동 기능장애 노인에게 높게 

나타났다. 기타 재가서비스(18.0%), 방문간호(13.4%), 방문요양(13.4%)이 기본

적 일상생활활동 기능장애 노인이 높게 경험한 미충족 욕구였으며, 다음으로 

방문목욕(10.9%)이었다<표 3-21>. 일상생활활동을 보조하는 용품을 지급하는 

서비스인 기타 재가서비스의 미충족 욕구가 높은 것은 기능장애 농촌노인에게 

보조용품의 필요가 높음을 보여준다. 지역사회에서 늙어가고 계속 생활하기를 

원하는 기능장애 농촌노인에게 재가서비스는 스스로 생활하며 지역사회에 머

물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이에 대한 욕구가 높은 것으로 보인다. 선행연

구 역시 기타 재가서비스 미충족 욕구가 28.8%로 가장 높았으며 방문목욕이 

두 번째로 높았다. 주간보호는 이용률은 3.2%로 낮지만 미충족 욕구가 10.4%

22 지난 1년간 치료를 받고 싶었지만 받지 못한 경험을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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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필요하지만 이용을 못하는 서비스였다(변영우 2010). 이 연구에서 주간보호

의 미충족욕구가 낮은 것은 높은 서비스 비인지도와 관계가 있어 보인다.

재가서비스

기능 정도
방문간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간보호 기타 재가

문제 없음 (190) 3.2 1.1 0.5 0.5 0.5 

도구적 일상생활활동장애 (73) 1.4 0.0 0.0 0.0 6.9 

기본적 일상생활활동장애 (368) 13.4 13.4 10.9 1.4 18.0 

<표 3-21> 재가서비스 미충족 욕구

단위: %

자료: 농촌노인 의료･복지서비스 실태조사(2017).

지역사회복지 서비스가 필요하지만 이용하지 못한 미충족 서비스 욕구는 재

가서비스와 비슷하게 기본적 일상생활활동 기능장애 노인에게 높게 나타났다.

가정봉사와 반찬배달 서비스가 각각 12.8%, 10.6%로 기본적 일상생활활동 기

능장애 노인들에게 상대적으로 높게 나왔는데, 이는 기능장애 노인이 일상생활

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 외 무료급식, 물품지원, 사

회교육, 노인복지관 서비스 역시 도구적 일상생활활동과 기본적 일상생활활동

에 기능장애가 있는 노인들의 미충족 욕구가 기능장애가 없는 노인에 비해 높

게 나타났다<표 3-22>.

지역사회복지서비스

기능 정도
무료급식 물품지원 가정봉사 반찬배달 사회교육

노인

복지관

문제 없음 (190) 1.1 0.0 3.2 1.1 0.0 0.5 

도구적 일상생활활동장애 (73) 4.1 2.7 4.1 4.1 5.5 1.4 

기본적 일상생활활동장애 (368) 4.6 5.4 12.8 10.6 5.2 2.2 

<표 3-22> 지역사회복지서비스 미충족 욕구

단위: %

자료: 농촌노인 의료･복지서비스 실태조사(2017).



60

전체적인 미충족 서비스 욕구는 도구적 일상생활활동에 기능장애가 있는 노

인이 기능장애가 없는 노인보다 높은 비율로 경험하고, 기본적 일상생활활동에 

기능장애가 있는 노인이 가장 높은 비율로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적 

일상생활활동 기능장애 노인 중 미충족 서비스 욕구가 없는 비율은 57.7%로 

기능장애가 없는 노인 91.1%와 도구적 일상생활활동 기능장애 노인 82.8%보

다 크게 낮다. 또한 도움이 가장 필요한 기본적 일상생활활동 기능장애 노인이 

활용하는 의료 복지서비스는 평균 1.2개로 기능장애가 없는 노인 0.1개, 도구

적 일상생활활동 기능장애 노인 0.4개보다 높아 오히려 필요한 서비스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표 3-23>.

의료･복지서비스

기능 정도
없음 1개 2개 평균(개)

문제 없음 (190) 91.1 5.8 2.63 0.1

도구적 일상생활활동장애 (73) 82.2 12.3 1.37 0.4

기본적 일상생활활동장애 (368) 57.7 17.8 3.83 1.2

<표 3-23> 의료･복지서비스 미충족 욕구 

단위: %

자료: 농촌노인 의료･복지서비스 실태조사(2017).

기능장애 노인이 미충족 의료서비스 욕구를 경험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교통 

불편과 거동 불편으로 기능장애 노인의 이동 및 서비스 접근성과 관련이 높다.

또한 도구적 일상생활활동 기능장애 노인 44.4%와 기본적 일상생활활동 기능

장애 노인의 41.8%가 거동 불편을 이유로 답을 하여 이동에 불편을 겪는 기능

장애 노인이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능장애가 없는 노인의 30.4%, 도구적 일상생활활동 기능장애 노인의 

33.3%, 기본적 일상생활활동 기능장애 노인의 25.3%가 의료서비스 이용에 경제

적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24>. 도시노인의 경우 병의원을 이용

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 부담으로 나타났고, 교통 불편은 제시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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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가장 비율이 낮았다(김기수 외 2014; 이재정 2015). 이는 기능장애 농촌노인

의 의료서비스 이용을 위한 정책은 도시와 달라야 함을 보여준다.

심층연구에서도 의료서비스 이용에 경제적 부담을 느낀다는 응답이 있었다.

신체적 질환 치료를 위해 개인 병의원을 정기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참여자들의 

경우 높은 수준의 의료비 부담을 느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어떤 땐 꽤 많이 나가더라고. 검사하고 그러면 (한 달에) 20만 원씩. 평균적으로

는 약값만 탈 때에는... 가만 있어봐... 얼마지... 5만~6만 원 되나봐 아마(김포시,

심층면접 참여자 A).”

“나는 지금 몸이 아파서 김포OO병원 가서 약 계속 타다 먹지. 약은 매일 먹지. 두 

달에 약값으로 차비까지 돈 10만 원 쓰지. 한 달에는 5만 원 넘지. 약 값 많지. 차

비도 들어가잖아. 교통비 이런 거 다 하면 10만 원 넘지(김포시, 심층면접 참여

자 C).”

또한 조사지역의 전문성 있는 의료서비스 시설 및 인력의 부재는 주요 문제

로 거론되었다. 일부 농촌지역의 농촌 기능장애 노인들은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곳 주변에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의료서비스 시설, 즉 종합병원의 부재에 대해

서 지적하고 있었다. 특히 고령의 기능장애 노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농촌

지역에서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이용할 수 있는 전문적인 응급시설을 

갖춘 병원이 부재한 것이 심각한 문제임을 알 수 있었다.

“군 단위에도 종합병원은 아니더라도 응급실은 있어야 돼. 여기 OO병원이라고 

있긴 한데, 법적으로는 (응급실을)운영하면 안 되는 조건이라고. 국가에서 정한 

의사, 간호사 수, 뭐 이런 게 되어야 하는데, 사람들이 다 대학병원이나 시내로 

빠지지 시골로는 안 들어오려고 한다고. 의료 전문성 때문에도 군 단위에서 진료 

보는 것 보다는 큰 대학병원으로 가는 경우가 많지(증평군, 참심층면접 여자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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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충족 의료서비스

기능 정도

거동

불편

경제적

부담

교통

불편
바빠서

예약

힘듦

의료기관

없음
기타

문제 없음 (23) 0 30.4 17.4 26.1 8.7 8.7 8.69

도구적 일상생활활동장애 (9) 44.4 33.3 11.1 0 0 11.1 0.01

기본적 일상생활활동장애 (91) 41.8 25.3 24.2 1.1 2.2 1.1 4.39

<표 3-24> 기능장애와 미충족 의료 서비스 이유

단위: %

자료: 농촌노인 의료･복지서비스 실태조사(2017).

재가서비스와 지역사회 복지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 기능장애 정도

에 따라 달랐다. 기본적 일상생활활동 기능장애 노인은 서비스 신청방법을 모

르는 경우 26.6%, 서비스나 시설이 있는지 모르는 경우 19.0%로 나타나 서비

스 이용 절차로 인한 어려움과 서비스 정보 부족으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표 3-25>. 특히 기본적 일상생활 기능장애 노인의 경우 

다른 집단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로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꼽았다. 기능장

애 노인이 서비스 이용에 있어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것은 기초생활 수급자나 

기초연금 비율이 높고, 소득이 낮은 특성과 관련이 있다. 선행연구에서도 재가

서비스 중 필요한 서비스를 받지 못한 이유 중 서비스 제공기관 부재와 서비스

에 대한 정보부족(58.2%)이 나타나 이 연구와 비슷한 결과를 보여준다(변영우 

2010). 복지서비스 경우 기능장애 농촌노인뿐만 아니라 기능장애가 없는 농촌

노인에게도 서비스 관련 정보제공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심층면접에서는 노인복지관의 경우 군내 또는 읍내에 위치해 있어 교통의 

접근성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복지관 이용을 위해서 대중교통

을 이용해 대략 1~2시간 이상 이동해야 하는 불편이 발견되었다. 참여자의 절

반인 50%가 기능장애로 인해 버스 이용의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비

추어 볼 때, 낙후된 이동접근성은 농촌에 거주하는 기능장애 노인의 문화 여가 

참여 기회를 차단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심층연구에서 참여자들의 

의료 복지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가장 접근성이 떨어지는 내용은 의료서비스 

중 종합병원, 복지서비스 중에는 (노인)복지관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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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기능장애 노인들이 의료 복지서비스 이용 시에 가장 일반적으로 이용

하는 대중교통은 버스였고, 이외에도 자가용 및 오토바이 등이 나타났다. 도보 

이용 시에는 보행기에 크게 의존하는 참여자들도 있었다. 특히 버스와 같은 대

중교통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불편한 점으로는 버스 대기시간이 긴 점, 버스노

선이 가지 않는 지역이 있거나 여러 차례 갈아타야 하는 점, 버스 계단이 높아 

오르기 어려운 점 등이 도출되었다.

“의료서비스는 뭐... 거리가 멀죠. 차 시간이 맞지를 않아서. 여기서 청평에 있는 병

원은 가는 게 한 시간이고. 거기서는 뭐... 여기서 9시 20분에 타고 가서 11시 20분차

를 타고 와야 빨리 오는데 그러지 못 하면 2시 몇 분... 장담을 못 해요. 버스가 없어

서 이 차 놓치면 두 시간을 기다려야 해요. 근데 시간 약속이 안 되지 뭐. 병원 가서 

손님이 많으면 또 기다려서 두 시간 있다 타야지(홍천군, 심층면접 참여자 E).”

“버스가 부족하죠. 자주 있으면 좋죠. 여긴 아침나절, 7시 40분, 9시 20분, 12신가..

거의 두 시간에 한 번 있어요. 버스 오르고 내리는 데도 불편하죠. 그렇지만 어떡합

니까? 저상버스는 여기서 생각지도 못하는 일이에요(홍천군, 심층면접 참여자 A).”

“경로당 갈 때는 주로 걸어가는데 저거(고령자용 보행보조차) 밀고 가는데 가다

가 몇 번 쉬고 가야돼. 경로당 가려면 다섯 번 쉬어야 하고... 한 십분 걸리는 것 

같더라. 병원 갈 때는 주로 버스타고 가는데 차 타는 시간만 반 시간 넘게 걸리는 

것 같기도 하고... 기다리는 시간이 많으니까... 아침 먹고 가면 오후에 오지(순천시,

심층면접 참여자 E)...”

미충족 복지 서비스

기능 정도
필요 없어서

필요한 서비스

신청법 모름

필요한 서비스나

시설을 모름

경제적으로

부담이 돼서
기타

문제 없음 (23) 80.0 12.1 3.2 2.1 2.6 

도구적 일상생활활동장애 (9) 65.8 23.3 5.5 1.4 4.1 

기본적 일상생활활동장애 (91) 33.7 26.6 19.0 13.0 7.6 

<표 3-25> 복지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
단위: %

자료: 농촌노인 의료･복지서비스 실태조사(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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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지역에 따른 서비스 이용 차이

같은 농촌이지만 거주 지역에 따라 의료 복지서비스 이용에 차이가 나타났

다. 기본적 일상생활활동 기능장애 노인의 병(의)원과(면 지역 77.6%, 읍 지역 

82.0%), 보건소(면 지역 3.1%, 읍 지역 15.1%) 이용비율이 면 지역 거주자가 

읍 지역 거주자보다 낮았다. 지난 한달간 의료서비스 이용 횟수는 기본적 일상

생활활동 기능장애 노인 중 면 거주자가 3.5회로, 읍 거주자 4.3회에 비해 적게 

방문했다. 면 지역의 기본적 일상생활활동 기능장애 노인의 건강검진 미수진 

이유 중 거동이 불편해서가 46.9%로 나타나 읍 지역 25%에 비해 훨씬 높았다.

면 지역에 거주하는 기본적 일상생활활동 기능장애 노인은 거동이 불편한 건

강상 어려움과 함께 병(의)원이 읍에 위치해 있어 이동 거리가 먼 농촌지역 특

성으로 인해 의료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인다.

기본적 일상생활활동 기능장애 노인의 비인지도는 읍과 면 지역 간에 차이

가 크지 않았다. 대신 도구적 일상생활활동 기능장애 노인은 읍 지역 거주자 

보다 면 지역 거주자의 재가서비스 비인지도가 높았다. 주간보호는 기본적 일

상생활활동 기능장애 노인(64.8%)과 면에 거주하는 도구적 일상생활활동 기능

장애 노인(69.2%)이 절반이 넘는 높은 비율로 서비스를 알지 못하고 있었다.

주간보호의 경우 서비스 제공이 주로 읍 지역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면 지역 

거주 노인의 경우 주간보호서비스 정보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재가서비스는, 면 지역에 거주하는 기본적 일상생활활동 기능장애 노인들이 

읍 지역에 거주하는 기본적 일상생활활동 기능장애 노인들보다 더 많이 이용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방문간호 17.95 vs 10.5%, 방문요양 12.8% vs 7.6, 방문

목욕 7.7% vs 4.1, 기타재가 3.1% vs 1.7). 요양보호사가 직접 집을 방문하는 

재가서비스는 서비스 접근성이 다른 서비스에 비해 좋아 면 지역 기능장애 노

인의 이용률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노인복지관은 읍 지역 거주 노인들이 면 

지역 노인들에 비해 많이 이용했다. 이는 복지관이 주로 읍 지역에 위치하기 

때문에 읍 지역 거주 노인의 접근성이 높기 때문으로 보인다.

의료 복지서비스는 면 지역 기본적 일상생활활동 기능장애 노인이 2.5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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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 지역 기본적 일상생활활동 기능장애 노인 2.1개보다 다소 많이 이용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기능장애가 없는 읍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 중 14.7%가 

4개 이상 서비스를 받고 있는 반면, 기본적 일상생활활동 기능장애 노인 중 읍

에 거주하는 노인 11.5%와 면에 거주하는 노인 7.7%는 서비스를 전혀 받지 않

는 것으로 나타나 서비스 이용에 불균형을 보여주었다.

심층연구 응답자 역시 교통문제가 크다는 것을 말해준다. 참여자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거주지에서 의료 복지서비스 이용을 할 수 있도록 버스 운행 횟수를 

증가하거나, 버스 노선을 확대해주는 등의 개입이 있으면 좋겠다고 응답하였다.

“면사무소도 거리는 가까워도 교통, 차(버스)가 없어서 차(자가용)가 있는 사람이

나 다니지. (그렇지 않으면) 다니질 못 해요. 면사무소에 가는 버스가 하나 있어

야지. 불편하죠. 차(버스)가 안 다니니까(홍천군, 심층면접 참여자 E).”

“원래는 여기까지도 시내버스가 들어와서 나가야 하는데. 그러면 동네 분들이 버

스타고 나가고 할 수 있지. 지금은 밑에까지 걸어 내려가야 하니까. 미니(마을)버

스라도 있으면 좋은데 그게 안 된다고. 마을버스가 충원되면 좋을 것 같아. 시내

버스 타려면 저 밑에 마을까지 걸어가야 돼(증평군, 심층면접 참여자 E).”

몇몇 참여자들은 신체적 기능상의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서도 불편 없이 서

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 복지 시설 인프라가 거주지까지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병원이나 보건소가 가깝게 있으면 좀 낫겠지. 멀리 가니까 힘들지. 무릎 아프

고 힘드니까. 자식들이 와야 하는데 자식들도 바쁘니까. 나 혼자 가면 버스를 3번 

타야 OO병원에 가니까(김포시, 심층면접 참여자 A).”

“여기가 내 고향이고 친구들도 많으니까 좋고. 나는 도시 가서는 죽을 때까지 못 

살 것 같아. 그렇지만 (현재 거주하는 농촌에) 보건소나 병원이나 복지관이 가까

이에 있으면 좋지. 그러면 얼마나 좋아(김포시, 심층면접 참여자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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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지역 거주자가 읍 지역 거주자에 비해 서비스 이용률이 낮은 것은 교통 

불편과 거동 불편의 이유가 크다. 주로 농촌 서비스 자원이 읍 지역에 있기 때

문에 면 지역 거주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하고, 거동이 불편하기 때문에 대

중교통을 이용하여 서비스 시설까지 이동하는 것이 또 다른 장애가 된다.

2. 기능장애 농촌노인의 의료 복지서비스 공급 실태와 문제점

기능장애 농촌노인의 의료 복지서비스 이용실태와 문제점을 살펴보기 위해 

서비스 공급자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초점집단면접을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의료 복지서비스 조사 지역과 같은 6개 군의 읍 면 의료 복지서비스 제공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초점집단면접 역시 같은 지역의 서비스제공자를 대상으로 심

층면접을 하였다.

2.1.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서비스 제공자 조사를 위해 노인 설문조사 지역과 동일한 지역에서 노인대

상 의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복지관, 재가복지센터, 읍면사무소, 보건

(지)소에 근무하는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노인복지관은 

특성상 각 군에 한 개가 있거나 없는 경우가 있어서 4개 지역만 참여를 하였고,

1개 읍사무소는 모든 담당자가 설문참여를 거부하여 5개 읍사무소와 45개 면

사무에서 59명이 참여하였다. 재가복지 서비스 기관은 26명, 보건(지)소와 보

건진료소 관계자 36명으로 총 121명이 노인서비스 제공자 설문에 참여하였다.

초점집단면접은 노인대상 설문조사 6개 지역 중 4곳에서 서비스 제공자를 

만나 초점집단면접을 실시하였다. 참여인원은 읍사무소 복지담당자 7명, 재가

서비스 관계자 3명, 노인복지관 사회복지사 2명, 보건진료소장 4명으로 총 16

명이 참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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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기능장애 노인의 의료 복지서비스 공급 실태

2.2.1. 의료서비스 제공 실태

기능장애 농촌노인에게 제공되는 의료서비스가 충분한지에 대해서 응답자

의 44.7%가 충분하다고 하였고, 35.0%는 보통이라고 응답하였으며, 20.3%는 

부족하다고 하였다. 서비스 제공자는 의료서비스가 대체로 부족하지 않다고 생

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전체 응답과는 다르게 재가서비스 제공자는 

26.9%만이 기능장애 농촌노인에게 제공되는 의료서비스가 충분하다고 생각하

며, 38.5%는 부족하다고 응답하였다. 재가서비스 제공자는 의료 서비스가 필요

한 기능장애 노인과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이용자의 의료서비스 필요를 잘 파

악할 수 있고 기능장애 노인의 의료서비스 부족을 더 자주 경험하여 타 서비스 

제공자와 의견이 다른 것으로 보인다.

의료서비스가 부족하다고 응답한 서비스제공자를 대상으로 이유를 물었을 

때, 응답자의 36%가 서비스 제공인력이 부족하다고 답하였고, 32%가 시설이 

부족하다고 답하였다. 응답자 중 읍 지역 서비스 제공자의 42.9%는 의료서비

스 질이 높지 않다고 답하여, 의료서비스 질 역시 중요한 부분으로 나타났다.

이용자 입장에서는 응답자의 36.0%가 거리가 멀어서, 28.0%가 서비스가 필요

하지만 자격이 되지 않아서라고 답하였다.

2.2.2. 의료서비스 제공의 문제점

의료서비스 제공의 문제점으로 전체 응답자의 24.0%가 교통이 불편하다고 

응답하여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그 다음으로 인력 부족이 20.4%, 낮은 

서비스 접근성이 11.1%였다. 교통의 불편함은 기능장애 서비스 이용자의 이동

성을 제약하고 서비스 접근을 어렵게 한다. 응답자의 1/3 이상(35.1%)이 서비

스 접근성과 관련해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었다. 농촌지역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낮은 서비스 접근성은 극복해야 할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노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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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보건 의료에 관련된 전문 교육과 노인돌

봄 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에, 농촌에서 관련 전문 인력을 구하는 것이 쉽지 않

은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비슷하게 서비스 제공자 초점집단면접에서

도 농촌지역의 낮은 의료서비스의 질과, 교통 불편이 의료서비스 이용에 큰 문

제로 나타났다. 이는 건강과 의료서비스 이용의 형평성 문제로 볼 수 있다(정

경희 외 2016). 전국 조사에서는 농촌노인의 병(의)원 이용 횟수가 도시노인과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의료 서비스의 질적인 차이가 일정 부

분 이를 설명해준다. 의료서비스 질이 낮기 때문에, 농촌노인들이 병(의)원을 

자주 방문을 해서 서비스 접근성이 좋은 도시와 의료 서비스 이용 횟수 차이가 

드러나지 않는다.

“진료의 질은 떨어지고 횟수는 많고. 쇼핑하듯, 병원에 자꾸 오게끔, 의료수가를 

남기기 위해 유도하는 경향이 있어요. 한 가지면 해결될 것을 몇 가지 지워주고.

횟수가 문제가 아니죠(D지역 보건진료소장).”

의료서비스의 질은 농촌노인의 삶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생기기도 한다. 낮

은 의료서비스의 질로 인해 신뢰가 낮아지고, 도시에 있는 병원 방문을 위해 

먼 거리를 이동하는 수고를 감수한다. 민간 병(의)원의 의료기술에 대한 신뢰

가 높지 않지만, 특히 공중보건의의 경우 민간병원보다 신뢰가 낮기 때문에, 공

중보건의 의료서비스 질을 높이고 농촌주민의 신뢰를 쌓을 필요가 있다. 이러

한 낮은 의료서비스 질과 낮은 접근성은 농촌노인의 기능장애 원인이 되기도 

한다.

“지역에서 안 되면 결국은 서울로 가죠. 지역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도 만족스러

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수술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이 있을 때는 서울로 올라가요.

암수술 이런 것도 그렇고, 무릎 수술 이런 것도 그렇고, 큰 병원 찾아가죠. (지역

에서) 할 수는 있는데 신뢰가 없는 거죠(B지역 보건진료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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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졸중같은 경우 골든타임 내에 00에서 해결이 불가능해요. 그럼 어르신을 모

르고 00병원으로 가요. 00(대도시)병원으로 가요. 자기 자녀들이 있는 곳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게 뇌졸중인줄 모르고, (자녀가) 일단 아버지를 모시고 우리 있는 

데로 오세요하면 119를 타고 아들 있는 데로 가요. 가서 검사하고 보면 이미 진

행됐어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 중에 지금 하반신을 못 쓰신다거나, 반쪽 수족을 

못 쓰셔서 휠체어를 타고 장기요양등급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C지역 재가

서비스).”

의료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은 교통의 불편과 낮은 접근성이

었다. 읍과 면을 잇는 대중교통은 오전에 한 번 정도로 배차 횟수가 제한되어

있어서, 노인들이 시간을 맞춰 버스를 타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수고를 해야 

한다. 병원 방문 후 다시 돌아오기 위해 시간을 맞추는 같은 수고를 반복해야 

하고, 병원 방문을 위해 하루를 온전히 소모해야 한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의  

경우는 불편이 더욱 가중된다. 택시를 이용하는 것도 쉽지 않다. 혼자서 택시를 

이용하기 부담스러운 농촌노인들은 4명이 모여야 택시를 이용하는데, 한 면에

서 4명의 노인이 같은 날 읍으로 가는 약속을 잡기가 쉽지 않다. 병원에 입원하

는 경우는 오히려 교통이 문제가 되지 않는데, 입원이 아닌 통원을 자주 해야 

되는 경우 농촌노인의 부담은 더 커진다. 면 지역은 교통의 불편으로 인한 접

근성의 문제가 있는 반면, 읍 지역에도 질병을 치료하고 관리하기 위한 병원이 

없는 경우가 있다.

“입원해야 되는 경우는 괜찮아요. 읍내에 왔다 갔다 해야 하든지, 00(광역시)에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경우가 문제예요. 입원도 15일밖에 못하기 때문에 딸 집에 

있다가 다시 입원하고 그런다고 하더라구요. 만성질환은 입원 안 시키거든요(C

지역 보건진료소장).”

“병원이요. 하루에 한두 번 오는 시내버스 타고 읍내에 있는 병원에 오시고, 들어

가는 버스도 기다리는 것도 하루 종일 배회하시다가 이렇게 이용할 수밖에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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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택시도 4명이 차야 이용하게 되고. 국비보조로 큰 병원이 들어왔으면 좋겠어

요(C지역 읍사무소).”

“치매의 경우 약을 접하기가 힘들어요. 초기치매 경우 약을 처방했을 때 약 효과

성이 좋은데, 약 접근성이 떨어져서 ‘그럼 안 먹어’ 하면서 안 드세요. 그게 안타

까워요. 근데 근처 치매 병원을 알아보니 없어요(B지역 보건진료소장).”

의료서비스 제공에 있어 복지 및 다른 서비스와 연계부족이 나타났다. 다양

한 의료 복지서비스가 제공되지만, 서비스 대상자에 대한 정보공유가 되지 않

아 서비스 제공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농촌지역을 대

상으로 다양한 서비스가 지원되기 때문에 의료와 복지서비스가 중복적으로 한 

사람에게 지원되는 경우도 생긴다. 또한 의료서비스 외에 다른 서비스가 연계

되는 경우 효과성이 증가할 수 있지만, 인력 부족으로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

하지 못하고 있다.

“문제가 있다거나 그러면 사회복지 연계가 되어야 하잖아요. 실제적으로 긴밀하

게까지는 못하죠. 진료소에서 큰 병원으로 가셔야 되는데, 안 가신다거나 그 사람

들의 자녀들이나 연계해줄 사람이 없을 때, 경제적으로 안 좋은데, 의료보험이나 

안 될 때, 그 때는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없었어요(B지역 보건진료소장).“

“스트레칭도 어려운 것 못해요. 관절이 다 비틀어져 있으니까. 처음엔 쉬운 것부

터 시작해야 되는데, 우리가 운동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어떤 경우엔 영양사도 와

야 하고. 우리한테 슈퍼 우먼이 되라고 하는데, 우리는 배울 때 간호하고 진료밖

에 안 배웠거든요. 근데 여기 와가지고 업무가 내려오는 게 전신에 그런 걸 다해

야 하니까(C지역 보건진료소장).”

“의료 지원을 해야 되는데, 가정방문하면 동의서를 받아라 하는 것이 있어요. 요

양보호 들어가지만 의료가 필요한 경우 우리에게 모셔 와야 하지만, 요양보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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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할머니 모시고 오는 게 힘들어서 우리가 와 주었으면 하더라구요. 안 되는 경

우 병원에 모시고 가든지 하는데 안 모시고 가는 분도 있고 그래요(D지역 보건진

료소장).”

연계와 비슷하게 가족 또는 보호자가 없는 경우, 또는 연락이 안 되는 경우 

문제로 지적된다. 보호자의 경우 법적인 책임을 지고 중요한 의료행위를 결정

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된다. 하지만 가족 또는 보호자의 협조가 없거나 연락이 

안 되는 경우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현장에서는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을 겪

게 된다. 의료행위에 대한 결정을 서비스 제공자나 돌봄 제공자가 책임지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서비스가 급하게 필요할 경우 제때에 농촌노인이 의료서비

스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

“혼자 살거나, 멀리 있거나, 여기서 해결 안 되면 병원에 가야 돼요. 여기서 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급하다 싶은데, 그런 분이 없을 때, 가까이 있지도 않고,

연락도 안 하시고, 잘 못 모시고 그럴 때 답답한 거죠. 자녀들 연락했을 때 상황

이 안 되거나, 또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거나(B지역 보건진료소장).”

“특히 의료문제가 생기는 경우 가족동의가 필요하지만, 가족의 적극적인 개입보

다는 방관하는 경우 읍사무소 복지담당자나 요양보호사가 어디까지 개입해야 하

는지 문제가 생겨요. 응급실로 방문 후 타 도시 큰 병원으로 가야 하는 경우 가족

의 동의 및 개입이 필요하지만, 도시의 가족은 개입이 어렵고 꺼려하는 경우에는 

곤란해요(A지역 읍사무소).”

2.2.3. 복지서비스 제공 실태

기능장애 농촌노인에게 복지서비스가 충분히 제공되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

에 읍 지역 제공자(62.1%)가 면 지역 제공자(51.1%)보다 충분히 제공된다고 응

답하였다. 부족하다는 응답은 기관별로 보면 재가서비스기관 제공자(26.9%)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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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기관(읍 면사무소 16.9%, 보건(지)소 11.8%)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복지서비스가 부족하다고 응답한 서비스제공자를 대상으로 복지서비스 부

족 이유를 물었을 때, 서비스 제공 측면에서 재가복지서비스기관은 71.4%가 

사업비 부족을, 보건진료소는 서비스 인력부족(50.0%)을 가장 큰 문제로 인식

했다. 수혜자 입장에서 복지서비스 부족을 경험하는 이유로 재가복지서비스기

관은 노인의 경제적 문제(57.1%)를 가장 큰 원인으로 보았다. 재가복지서비스

는 서비스 이용자 부담이 있어서 농촌 저소득층 노인의 경우 비용에 부담을 느

끼는 것으로 보인다. 읍 면사무소 노인서비스 담당자는 노인의 경제적 문제

(30%)와 함께 거리가 멀어서(30%)를 서비스 부족 이유로 답해 농촌의 지역적 

특성인 낮은 서비스 접근성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서비스가 필요할 때 복지서비스를 받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재가복지서비

스기관이 다른 기관에 비해 높은 비율(38.5%)로 부정적인 응답을 했다(전체 

15.4%). 부정적으로 응답한 전체 서비스 제공자 36.8%와 이 중 재가복지서비

스기관 응답자 60.0%가 농촌노인이 필요할 때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이유로 

자격이 되지 않아서라고 응답했다. 재가복지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장기요양

보험등급을 받아야 하지만, 등급을 받지 못하는 기능장애 농촌노인은 도움이 

필요해도 적절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

2.2.4. 복지서비스 제공의 문제점

복지서비스 제공의 문제점으로 응답자의 22.1%가 교통이 불편해서라고 응

답하여 농촌지역 복지서비스 전달에 있어 교통 불편이 가장 큰 문제로 나타났

다. 두 번째로는 18.7%의 응답자가 인력 부족이라고 응답하여 농촌지역 복지

서비스 전달할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양성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10.9%의 응답자는 낮은 서비스 접근성을 서비스 제공의 문제점으로 

들었다. 의료서비스 문제점과 동일하게 응답자의 1/3(33%)이 서비스 접근성과 

관련해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농촌지역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낮

은 서비스 접근성은 극복해야 할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복지서비스 제공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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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문제는 사회복지사 인력 부족을 들 수 있다. 사회복지에 대한 지역주민의 

욕구가 증가하면서 각 읍 면사무소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있지만, 이들은 

주민들의 전반적인 사회복지 관련 민원 해결로 인해 노인문제에만 집중하기 

힘들다. 재가서비스 제공자 역시 농촌의 고령화로 인해 재가서비스를 제공할 

요양보호사를 지역에서 구하기 힘들어 문제가 생긴다.

서비스 제공자 초점집단면접에서도 설문조사와 비슷한 문제들과 함께 다른 

문제들도 나타났다. 설문조사와 같이 접근성과 인력문제는 복지서비스 제공에 

있어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에 나타나지는 않지만, 부양의무자 연계로 

인한 수급자 탈락, 재가서비스 이용 시 자부담에 대한 부담감, 의료와 복지 및 

재가 서비스의 연계 부족으로 효과적인 서비스 제공이 안 되고 있다고 응답하

였다.

의료서비스와 비슷하게 복지서비스 역시 접근성 때문에 서비스 제공과 이용

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가서비스의 경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

해 서비스 이용자의 집을 방문하기 위한 시간과 비용이 문제가 되고 있다. 노

인들의 경우 복지서비스를 받기 위해 읍사무소를 방문하려면 많은 시간을 소

비해야 했다.

“한 명 보기 위해 1시간 반 차로 가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맞춤형 서비스라 해서 

직접 가서 봐야 하도록 만들어져 있고, 실제로는 실행하기는 어렵고,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 면단위 거리가 멀고, 접근성이 멀죠. 많이 걸리니까(C지역 

재가서비스제공자).”

“예를 들면 군에서 취약계층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는데 우리는 스마트뱅킹하면 

되는데, 신청하려고 7,100원 내려고 버스 타고 터미널에 내려서 여기까지 걸어오

시는데, 이게 실제로 30분 넘게 버스 타고 오셔서 내려서 30분 넘게 읍사무소에 

걸어오셔서 신청하신다는 것이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것이죠(B지역 읍사무소 담

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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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부족과 인력 부족으로 인한 대기자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다. 재가서비

스의 경우 대기자는 기능장애 노인으로 당장 서비스가 필요하지만, 서비스 제

공 인력과 사업비 부족으로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기다려야 한다. 미국 역시 

재가지역사회기반 서비스(Home- and community- based service)의 경우 대기

자가 문제가 되며 서비스의 효과성을 감소시킨다(Sok An 2015).

“돌봄종합사업을 신청만 받는데,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고 예산이 부족해

서 지금 대기자가 많이 밀려있는 상태에요. 국가에서 실제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노인들이 서비스를 못 받고 있죠. 대기자가 10명, 우리 읍만 해도 그 정도 있어요

(D지역 읍사무소 담당자).”

“요양보호사가 있어야 서비스를 하죠. 지금 대기하는 어르신 세 분 계시는데 배

치를 못해요(D지역 재가서비스제공자).”

서비스 제공자들은 인력 부족 역시 복지서비스 제공에 문제점으로 지적하였

다. 농촌의 지역적 특성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젊은 인력을 구하기 힘들

고 적은 인력으로 많은 서비스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멀

리 있는 지역은 서비스 제공에서 소외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재가서비스

는 주말이나 휴일에는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 일상생활활동에 도움이 

필요한 기능장애 노인에게 주말은 도움 없이 보내야 하는 문제가 있다.

“노인돌봄기본은 우리 00은 세 분이서 하시더라구요. 한 명이 27명씩 관리해요. 81

명 하시는데 그렇게 많진 않아요. 군에서 위탁을 줘서 해요. 그리고 소재지 중심이

고, 자기들이 가기 편한 곳 가니까. 그러니까, 시골은...(B지역 읍사무소 담당자).”

“농촌의 경우 요양보호사 인력이 부족해요. 그것 때문에 인해 요양보호사의 질을 

확인할 수 없어요. 요양보호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재가센터에서는 요양보호사의 질

을 관리할 수 없고, 인원 확보에 신경 쓸 수밖에 없어요(A지역 재가서비스제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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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서비스는 토, 일 서비스는 제공하기가 힘들어요. 특히 요양보호사도 일요일

은 쉬기 때문에 일요일 재가노인은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죠(D 지역 

재가서비스제공자).”

복지서비스의 또 다른 큰 문제점은 부양의무자 연계로 나타났다. 모든 초점

집단면접에서 부양의무자연계로 인해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도움

이 필요한 노인이 부양의무자인 자녀가 연계되어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지 못하

기 때문에 필요한 서비스와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 이들은 정기적

인 도움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읍면사무소에서 제공하는 부정기적인 도움을 

받기 때문에 안정적이지도 않고 충분하지도 않다.

“차상위계층은 부양자를 안 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도와드리고 있어

요. 실제적으로 자식이 안 도와주는 경우 안 도와주는데도 자식 부양자 때문에 

수급자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경우 차상위보다 더 어렵죠.”

“이웃돕기나 종종 한다지만, 한 사람한테만 줄 수도 없어요. 어느 정도 도와주면 

다른 사람을 도와주어야 해요(B지역 읍사무소 담당자).”

“수급자가 안 되는 경우 불규칙한 서비스만 받을 수 있어요. 일회적인 것만 집수

리, 반찬 서비스 같은. 제도가 완화되어서 사유서 등을 첨부하면 가능하지만, 여

전히 힘들어요. 특히 주위이 시선이 안 좋은 경우가 있어요. 자녀들은 잘 사는데 

부모를 돌보지 않는다는 시선을... 아무래도 신경쓰죠(C지역 읍사무소 담당자).”

기능장애 노인이 재가서비스를 받을 때 부담해야 하는 자부담 때문에 서비

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긴다. 일본의 경우 개호보험 자기부담률은 

10%인데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소득을 얻는 빈곤 노인의 경우 이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개호보험을 이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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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들한테 자부담 15%가 85%보다 커요(C지역 재가서비스제공자).”

서비스 제공자의 입장에서는 자격이 되는 노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

기 때문에 서비스가 중복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의료와 복지, 재가 서비스의 

연계가 되지 않아 필요한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한다.

“받는 분들만 서비스를 받는 부분도 있긴 있어요. 장날 기초생활 수급자는 택시

타고 장보러 다니시고요, 아닌 분들은 버스 타고 다니거나, 저희가 극단적으로 얘

기하는 그런 경우도 있긴 있어요(C지역 읍사무소 담당자).”

“진료소에 진짜 어려운 분들이 많이 찾아 오실 거예요. 그분들이 진짜 어려운 사

람들이 있으면 저희한테 연계를 해야 되는데 저희한테 연계를 안 해요. 해주라고 

해야겠네요. 한 명 정도라도 같이 근무하면 바로 쉽게 쉽게 연계가 될 것 같은데,

다시 공문으로 얘기하고, 시간 맞춰서 무얼하고 그런 것들이 좀 어렵더라고요. 옆

에서 이 사람 이것 필요하니까 하면 바로바로 되잖아요(B지역 읍사무소 담당자).”

읍 면의 서비스 불균형으로 인해 면 지역에 거주하는 기능장애 노인의 경우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다. 면 지역의 경우 서비스 제공 시설이 부족하고,

기능장애 노인은 거동이 불편하여 서비스 접근이 어려워 이중으로 어려움을 

겪는다.

“서비스가 있지만, 거동이 불편하거나 교통이 불편해서 이용 못 하는 것이 많아

요. 여기 읍내 계시는 분이나 이용하지. 서비스는 있지만, 이용하는 게 힘들어요.

사는 게 바빠서 요가하고 그런다는 게 사치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경로당에 

찾아가서 웃음치료나 그런 것 하는데, 그것도 거동하는 사람만 이용해요(B지역 

읍사무소 담당자).”

23 메이지 가쿠인 대학 가와이 가츠요시 교수 인터뷰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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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은 경로당에 오는 프로그램 외에 달리 선택할 프로그램이 없어요(D지역 읍

사무소 담당자).”

3. 소결

기능장애 농촌노인은 독거노인의 경우가 많았고, 대부분 무직이며 월 소득 

100만 원 미만이었다. 또한 기능장애 농촌노인은 개인의료보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경제적 취약계층으로 볼 수 있다.

기능장애 농촌노인은 기능장애가 없는 노인에 비해 주관적 건강을 부정적으

로 평가하고, 질병도 더 많이 가지고 있다. 기본적 일상생활활동 기능장애 노인

은 주로 관절염과 디스크 같은 신체 활동에 영향을 주는 근골격계 질환을 가지

고 있어서 기능장애가 없는 노인에 비해 신체적 건강이 나쁜 것으로 나타났다.

기능장애 노인은 기능장애가 없는 노인에 비해 우울증상이 심하고, 스트레스를 

더 심하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나 정신건강이 나쁜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건강

과 정신건강 모두 기본적 일상생활활동 기능장애 노인이 다른 집단보다 나쁜 

것으로 나타나 기본적 일상생활활동 기능장애 노인은 의료 복지서비스가 필요

한 주요 대상으로 나타났다. 기본적 일상생활활동 중 목욕하기와 걷기에 도움

이 필요하며, 도구적 일상생활활동 중에는 대중교통 이용과 돈 관리에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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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기능장애 노인의 특성

� 여성, 70대 이상

� 낮은 학력(무학, 초졸) 

� 독거노인, 노인부부, 

� 무직, 낮은 소득, 개인의료보험이 없음

일상생활 

수행의 어려움 

ADL

� 1순위: 목욕하기

� 2순위: 가까운 거리 걷기

� 3순위: 누었다가 일어나기

IADL

� 1순위: 일처리나 돈 관리

� 2순위: 버스나 전철 타기

� 3순위: 물건사기, 장보기

건강 특성

신체적 

건강

� 도구적 일상생활활동 기능장애 노인 46.6%, 기본적 일상생활활동 기능장애 노인 78%가 건강상태에 

부정적

� 도구적 일상생활활동 기능장애 노인 65.8%가 고혈압, 42.5%가 관절염, 기본적 일상생활활동 기능

장애 노인 75%가 관절염, 63.6%가 고혈압이 있음.

� 도구적 일상생활활동 기능장애 노인은 평균 2.0개, 기본적 일상생활활동 기능장애 노인은 평균 2.7개

질병이 있음.

정신

건강

� 도구적 일상생활활동 기능장애 노인의 43.1%와 기본적 일상생활활동 기능장애 노인의 66.8%가 우

울증상과 심한 우울이 있음.

� 도구적 일상생활활동 기능장애 노인의 13.7%와 기본적 일상생활활동 기능장애 노인의 27.3%가 스

트레스 수준이 높음. 

의료서비스 

이용실태

� 주로 병(의)원을 이용하고 보건소는 예방과 관리를 위해 이용

� 도구적 일상생활활동 기능장애 노인이 월 2.2회, 기본적 일상생활활동 기능장애 노인이 월 3.9회 이용

� 기본적 일상생활활동 기능장애 노인 건강검진 미수진 이유로 거동불편이 가장 높음. 

복지서비스 

이용실태

� 기본적 일상생활활동 기능장애 노인의 재가서비스 비인지도가 높음. 특히 주간보호 서비스의 비인지

도가 높음.

� 지역사회복지 서비스의 비인지도는 재가서비스에 비해 낮지만, 기본적 일상생활활동 기능장애 노인의 

비인지도가 가장 높음.

� 기본적 일상생활활동 기능장애 노인의 재가서비스와 지역사회복지서비스 이용률이 가장 높음. 특히 

경로당은 91.9%로 대부분의 기능장애 노인이 이용함.

� 의료･복지서비스 정보는 주로 이장인 노인회장을 통해 들음. 

의료･복지서비스 접근성

� 기본적 일상생활활동 기능장애 노인의 거동 불편, 교통 불편으로 인한 낮은 의료･복지서비스 접근성

� 경제적 부담(의료비, 교통비)으로 인한 낮은 의료서비스 이용률

� 서비스 신청절차에 대한 낮은 이해

� 면 지역의 높은 서비스 비인지도와 교통 불편으로 인한 낮은 서비스 이용률

미충족 욕구

� 응급의료서비스 부족

� 기본적 일상생활활동 기능장애 노인의 높은 미충족 재가서비스 욕구

� 기본적 일상생활활동 기능장애 노인의 가정봉사와 반찬배달 서비스 욕구가 높음.

<표 3-26> 기능장애 농촌노인 설문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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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와 심층연구를 통해 나타난 결과는 기본적 일상생활활동 기능장애 

노인이 다른 집단 노인에 비해 서비스를 더 이용하지만, 재가서비스와 지역사

회 복지서비스 비인지도가 높았으며, 필요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미충족 서

비스 욕구도 높게 나타났다. 기능장애 노인은 질병치료를 위해 병(의)원을 이

용하고 보건소는 혈압 등 간단한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 이용하는 것으로 보

인다. 의료서비스가 가장 필요한 기본적 일상생활활동 기능장애 노인의 15.5%

가 지난 한 달간 병(의)원을 한 번도 방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이들의 서비

스 접근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보인다. 재가서비스 이용 비율 역시 기본적 일

상생활활동 기능장애 노인이 높지만 그 비율이 15%를 넘지 않는다. 기본적 일

상생활활동 기능장애 노인 중 미충족 서비스 욕구가 없는 비율은 57.7%로 기

능장애 없는 노인 91.1%와 도구적 일상생활활동 기능장애 노인 82.8%보다 크

게 낮아 필요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서비스가 가장 필

요한 집단인 기본적 일상생활활동 기능장애 노인이 가장 많은 서비스를 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동시에 미충족 서비스 욕구가 높은 것은 필요한 서비스를 충

분히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능장애 노인의 서비스 이용에 가장 큰 어려움은 교통과 거동 불편이었다.

설문조사와 심층연구 모두 의료와 복지서비스 이용을 위한 이동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기능장애 노인은 거동이 불편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어려움이 있

지만, 그나마 대중교통도 자주 있지 않기 때문에 서비스 이용의 어려움은 가중

된다. 이러한 문제는 읍보다는 면 지역 거주 기능장애 노인에게 더 심하다. 이 

외에 경제적 부담과 필요한 서비스의 부재도 기능장애 노인의 의료 복지서비

스 이용을 어렵게 한다.

기능장애 농촌노인이 가장 편하게 이용하는 서비스는 경로당 이용이었으며,

조사에 포함된 의료 복지서비스 중 유일하게 모든 농촌노인이 인지하고 있었

다. 이는 기능장애 노인을 위한 경로당에 적합한 프로그램이 제공된다면, 농촌

에 거주하는 기능장애 노인의 낮은 서비스 접근성을 상당히 개선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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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일상생활 

수행의 어려움 

ADL

� 1순위: 잠자리에 누웠다가 일어나기

� 2순위: 목욕하기

� 3순위: 화장실 이용하기

IADL

� 1순위: 가게에서 물건사기, 장보기

� 2순위: 버스나 전철 타기

� 3순위: 세탁, 청소하기

심리사회적 

특성

사회적 

지지

� 양호한 수준, 자녀 및 배우자 등 가족의 비공식적 지지에 의존, 지지의 내용은 정서적 지지, 용돈 등 

경제적 지원, 일손돕기, 병원 이용 도움 등

정신

건강

� 30명 중 8명이 최근 우울한 감정을 느낌, 우울의 원인은 가족 내 부정적 사건, 경제적 어려움, 고된 

농사일로 인한 건강 악화 등

사회

참여

� 대부분이 일주일 중 5~7일 정도의 경로당 이용, 주요 활동은 식사, 대화, 오락(ex: 화투), 텔레비전 

보기 등

의료서비스 

이용실태

� 보건소에 대한 인식 및 이용경험이 가장 높음, 노인요양시설, 치매, 노인돌봄서비스에 대한 인식 및 

이용수준은 낮은 편

� 고령의 기능장애 노인들이 위급상황 시 이용할 수 있는 전문적인 의료서비스 시설(ex: 종합병원)의 

부재

� 장기요양보험 및 서비스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가능하면 배우자 및 자녀 등 가족을 통해 일상생활의 

어려움 해결

복지서비스 

이용실태

� 복지관 또는 노인대학 등 노인여가복지시설에 대한 낮은 인식과 이용수준

� 농촌노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문화･여가 인프라 및 콘텐츠 부족

� 참여자 대부분이 이용하고 있는 노후소득보장제도는 기초연금(30명 중 21명). 그러나 일부는 농사용 

토지와 소득이 있어 배제되고 있음.

� 기초연금 수급과 함께 농사를 하지 않는 일부 참여자는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있음.

의료･복지서비스 접근성

� 서비스 정보는 주로 마을이장, 이웃주민, 가족 등 비공식적 경로로부터 얻음.

� 서비스 접근성이 가장 떨어지는 것은 종합병원, 노인복지관

� 면 지역 기능장애 노인의 서비스 접근성이 문제

미충족 욕구

� 서비스 이용을 위한 대중교통 편의성 및 접근성 강화, 의료･복지서비스 인프라 확대 및 찾아오는 의

료･복지서비스 강화, 충분한 양의 복지서비스 공급, 연령별 노인집단의 욕구를 고려한 복지서비스 

개발, 농촌 독거노인 대상 서비스 강화, 경제적 소득보장 강화, 귀농･귀촌 집단과의 갈등 및 통합

<표 3-27> 기능장애 농촌노인 심층면접 조사 결과 

의료와 복지서비스 제공자 조사에서 나타난 문제점으로는 서비스 전달체계 

상의 문제점과 서비스 이용자의 환경과 자격에 관한 문제점들이 나타났다. 의

료서비스 제공에 있어 문제점으로 나타난 것은 서비스 제공 인력 부족과 낮은 

서비스 질, 교통 불편, 의료 복지서비스 연계 부족, 부양의무자 연계, 자부담으

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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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부족은 서비스 질과도 관련이 있다. 농촌지역의 경우 간호사도 구하기 

힘들고, 높은 수준의 전문 의료인력을 구하는 것이 힘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낮은 의료서비스 질을 경험하고, 불편하지만 주변 대도시로 나가야만 되

는 경우가 있었다. 또한 교통이 불편해서 의료서비스 이용을 위해 많은 시간과 

경비를 소비해야 했다.

구분 내용

의료서비스 

이용 문제점

서비스 인력 부족, 시설 부족, 낮은 의료서비스 질, 다른 서비스와 연계 부족(복지, 물리치료 등), 응급의료 부족, 

교통불편, 낮은 신뢰도, 보호자 연계 부족

복지서비스 

이용 문제점

서비스 인력 부족, 주말 돌붐 서비스 부재, 자부담, 대기자 증가, 읍면서비스 불균형, 서비스 이용의 불균형(중복 

또는 제외), 교통 불편, 부양의무자 연계로 수급자 탈락, 등급탈락으로 인한 서비스 자격미달

<표 3-28> 서비스 제공자 조사 결과 

복지서비스 역시 낮은 교통의 불편과 인력 부족, 대기자 증가와 서비스 중복 

등의 문제점이 나타났다. 거동이 불편한 기능장애 노인의 경우 주로 읍에 있는 

복지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었다. 재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도 먼 거리

의 서비스 이용자의 경우 서비스 제공자를 찾는 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인

력 또한 젊은 인구의 감소로 요양보호사를 구하기 힘들었다. 재가서비스의 경

우 요양보호사를 구하기 힘들어 일정 수준의 서비스 질을 확보하는 것도 어려

웠다. 인력 부족은 당장 서비스가 필요하지만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대기자를 

만들게 되며 이는 서비스 이용자의 미충족 서비스 욕구의 증가로 이어진다. 의

료와 복지서비스 연계가 부족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거나 효과적

인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 외에 중앙정부의 서비스와 지자체의 

서비스가 중복되는 경우, 비슷한 서비스를 다른 사업이 제공하는 경우, 동일한 

사람이 여러 서비스를 받는 경우 등 서비스 중복의 문제가 있었다. 전달체계상 

서비스 부족과 인력 부족은 서비스가 필요하지만 이용하지 못하는 서비스 대

기자를 만들고, 서비스 자격 유무로 인해 서비스 이용의 불균형을 발생시키며,

서비스 중복과 연계 부족은 서비스 이용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개선

이 필요하다.





제4 장

국내외 기능장애 농촌노인 관련 

의료 복지서비스 정책

1. 국내 기능장애 노인 의료 복지서비스 정책의 현황

기능장애 농촌노인 관련 의료 복지서비스정책은 노인돌봄 관련 정책, 노인 

건강검진 및 질병예방 관련 정책, 노인 건강증진 관련 정책, 기타 의료 복지서

비스정책으로 구분하여 정리할 수 있다.

1.1. 노인돌봄 관련 정책

노인돌봄 관련 정책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노인돌봄서비스, 기타 노인돌

봄 관련 서비스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1.1.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목욕이나 집안일 등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신체활동 가사지원 등의 서비스

를 제공하여 노후생활의 안정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회보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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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보건복지부 2017a: 271)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이 시행되면서 시작된 사

회보험으로 소득과 관계없이 건강을 기준으로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사람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편적인 복지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김지미 2016). 노인장

기요양보험제도의 신청대상은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 노인이거나 64세 이하의 노인성 질병(치매, 중풍, 파

킨슨병 등)이 있는 사람이다. 급여대상은 65세 이상 노인이나 치매나 중풍과 

같은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1등급～5등급)이다(보

건복지부 2017a 및 2017c).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급여내용으로는 시설급여, 재가급여, 특별현금급여

가 있다<표 4-1>. 시설급여는 대상자를 요양시설에 장기간 입소하게 하여 신체

활동 지원 등을 제공하는 것이다. 재가급여는 장기요양요원(요양보호사 등)이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목욕, 간호 등을 지원하거나,

대상자가 주야간보호센터에 가서 관련 서비스를 이용하게 하며, 복지용구를 구

입하거나 빌릴 수 있도록 해준다.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는 장기요양 인프

라가 부족한 지역, 천재지변, 신체 정신 또는 성격 등의 이유로 장기요양급여

의 이용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가족요양비를 지급하는 것이다(박대식 

외 2009; 보건복지부 2017a 및 2017c).

<표 4-1> 노인장기요양급여의 종류

급여 종류 내용

재가

급여

방문요양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과 일상생활활동을 지원

방문목욕 이동목욕차량, 이동식 욕조 등 목욕설비를 갖추고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서비스를 제공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방문간호 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 

주･야간보호
수급자를 일정한 시간 동안 노인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

단기보호
수급자를 일정기간 동안 노인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교

육･훈련 등을 제공

복지용구
신체기능 저하로 일상생활을 수행하는 데 지장이 있는 대상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자립적 활동을 돕는 복

지용구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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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급여 종류 내용

시설급여
노인복지시설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에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

특별현금급여

(가족요양비)

장기요양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 천재지변, 신체･정신 또는 성격 등 그 밖의 이유로 장기요양급여 이용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가족요양비를 지급

자료: 박대식 외(2009) 및 보건복지부(2017a).

1.1.2. 노인돌봄서비스

노인돌봄서비스는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과 독거노

인에게 욕구에 따라 안전 확인, 생활교육, 서비스 연계, 가사 활동지원, 주간보

호서비스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보건복지부 2017c: 33)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한다. 노인돌봄서비스는 2007년에 시작된 ‘노인돌보미 바우처 서비스’와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 서비스’를 통합한 형태이며 2009년부터 시행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6b 및 2016c). 노인돌봄서비스에는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와 ‘노인돌봄종합서비스’가 있다.

노인돌봄기본서비스는 독거노인생활관리사가 요보호 독거노인에게 ① 정기

적인 안전 확인 및 정서적 지원, ② 건강 영양관리 등의 생활교육, ③ 보건 복

지서비스 자원의 발굴 연계 등을 제공하여 독거노인에 대한 종합적인 사회안

전망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보건복지부 2014). 안전 확인 서비스는 

주 1회 이상 직접방문 및 2～3회 전화확인을 한다. 생활교육은 생활관리사별 

월 1회, 독거노인별 분기당 1회 이상 실시한다(보건복지부 2017a 및 2017d).

노인돌봄종합서비스는 혼자의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기능장

애 노인들에게 일상생활활동을 수행하도록 지원하거나 주간보호서비스를 제공

하여 스스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는 만 65

세 이상 노인 중에서 노인장기요양 등급 외 A 또는 B 판정자로서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60% 이하인 노인을 대상으로 한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의 유형으

로는 방문서비스, 주간보호서비스, 치매가족휴가지원서비스, 단기가사서비스

가 있다<표 4-2>. 노인돌봄종합서비스의 이용 한도는 방문서비스는 ‘월 27시간 



86

또는 36시간’이고, 주간보호서비스는 ‘월 27시간 또는 36시간’이며, 치매가족

휴가지원서비스는 ‘연간 6일’이며, 단기가사서비스는 ‘월 24시간’이다(보건복

지부 2017a 및 2017d).

<표 4-2> 노인돌봄종합서비스의 유형별 내용

유형 대상자 서비스 내용

방문

서비스

� 연령기준: 만 65세 이상

� 건강기준: 노인장기요양 등급 외 A,B

� 소득기준: 가구소득이 전국가구 평균 소득의 150% 이하

※ 시･군･구청장 인정자

� 건강기준: 장애 1~3등급 또는

� 중증장애인

� 소득기준: 차상위계층 이하

식사, 세면도움, 옷 갈아입히기,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화장실 이용도움, 외출동행, 생필품 

구매, 청소, 세탁 등

주간보호

서비스

심신기능 회복 서비스, 급식 및 목욕, 노인 

가족에 대한 교육 및 상담 등

치매가족

휴가지원

서비스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이용자(방문서비스, 주간보호서비스) 중

치매노인

� 건강기준: 최근 6개월 이내 발급된 치매진단서･소견서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일정 기간 동안 치매노인 

보호 제공

단기가사

서비스

� 연령기준: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 또는 고령(부부 모두 만 

75세 이상)의 부부 노인가구

� 건강기준: 골절 또는 중증질환 수술자로서 최근 2개월 이

내 의사진단서(소견서) 제출

� 소득기준: 가구소득이 전국가구 평균 소득의 150% 이하

식사도움, 옷 갈아입히기, 외출동행, 취사, 생필품 

구매, 청소, 세탁 등

자료: 보건복지부(2016b).

1.1.3. 기타 노인돌봄 관련 서비스

기타 노인돌봄 관련 서비스로는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

스’, ‘독거노인사랑잇기서비스’, 행복나눔이사업, ‘결식 우려 노인 무료급식 지

원’을 들 수 있다.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의 사업목적은 독거노인과 중증

장애인의 가정에 화재 가스감지센서, 활동감지센서, 응급호출버튼 등을 설치

하여 화재 가스사고 등을 대비한 응급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독거노인 중증

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는 만 65세 이상의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독거노인 중 치매환자 또는 건강상태가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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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좋지 않아 상시적인 보호가 필요한 자를 지원 대상으로 한다(보건복지부 

2017c 및 2017e). 2008년에 3개 시 군 구의 5,550 가구를 대상으로 독거노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사업을 시작하였으며, 2010년에는 18개 시 군 구의 

13,914가구로 확대되었고, 2013년부터는 전국 사업으로 발전하여 152개 시

군 구의 10,000가구에 적용하였으며, 2015년에는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사

업과 중증장애인 응급알림서비스를 1개 사업으로 통합하여 총 8만 6천여 가구

에 서비스를 제공하였다(보건복지부 2016b).

‘독거노인사랑잇기서비스’는 2011년부터 사업이 시작되었으며, 노인돌봄기

본서비스의 예비대상자에게 민간의 자원봉사자가 전화안부 또는 규칙적인 방

문을 통한 안전 확인 및 정서지원을 하는 것이다. 이 사업은 민간 자원을 활용

한 독거노인돌봄을 목적으로 한다(보건복지부 2016b).

‘행복나눔이’ 사업은 취약농가 인력지원 사업으로 2006년부터 추진하던 ‘가

사도우미’ 사업의 사업명칭이 변경된 것이다. ‘행복나눔이’ 사업은 농촌에 거

주하는 65세 이상 고령가구 등 취약가구와 읍 면 소재 경로당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지원 내용은 고령가구의 경우 연간 최대 12일이며, 경로당은 최대 24일

까지 청소, 세탁 등 가사서비스의 제공 등을 위해서 방문하는 행복나눔이의 활

동비(1일 12,000원)를 지원한다. 그리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행복나눔이

(2016년 1,200명)를 대상으로 식생활교육을 실시하여 농촌노인 등에게 다양한 

식생활 영양정보를 제공하여 일상생활 속에서 바르고 건강한 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농림축산식품부 2016a; 보건복지부 2017c).

‘결식 우려 노인 무료급식 지원’은 가정형편이나 여러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노인들에게는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고, 일정한 경제적 능력이 있

는 노인들에게는 실비로 식사를 제공하여 노인들의 급식 수준을 향상시키는 

사업이다. 무료급식의 종류로는 ‘경로식당 무료급식’과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

노인 식사배달’이 있다.



88

1.2. 노인 건강검진 및 질병예방 관련 정책

노인 건강검진 및 질병예방 관련 정책으로는 노인 건강진단, 치매상담센터 

운영, 치매 검진사업 등이 있다.

1.2.1. 노인 건강진단

노인 건강진단의 목적은 ①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여 노인의 건강

을 유지 증진하고, ② 노인의 건강수준을 향상시켜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을 보장하는 것이다. 노인 건강진단의 대상은 시 군 구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의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희망하는 사람이다. 건강진단은 1차 건

강진단(기본진료, 혈액검사, 기타 검사)과 2차 건강진단(질환별 검사)으로 구분

하여 단계적으로 실시한다. 노인 건강진단 사업은 노인복지법 을 근거로 하여 

1983년부터 사업을 시작하였으며, 2005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되었다

(보건복지부 2017a).

1.2.2. 치매상담센터 운영

치매상담센터 운영의 목적은 ① 지역사회 치매예방 및 관리사업의 원활한 

수행, ② 치매노인의 등록에 따른 관리와 이에 필요한 상담 및 지원을 제공하

여 치매노인이 보다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치매상담센터 운

영의 사업대상자는 시 군 구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 치매노인과 

가족이다. 치매상담센터는 시 군 구의 보건소장이 보건소의 의사, 한의사, 간

호사, 정신보건전문요원 중에서 전담인력을 지정하여 운영한다. 치매상담센터

의 주요 업무는 ① 치매예방 및 인식개선 교육, ② 치매조기검진, ③ 치매노인 

등록 및 관리, ④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⑤ 치매노인 배회인식표 발급, ⑥ 재가 

치매노인에 대한 방문관리, ⑦ 치매노인 및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사례관리,

⑧ 치매가족 교육 및 자조모임 활성화, ⑨ 치매노인 및 가족에 대한 지원 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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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연계 및 이용 안내 등이다. 1998년부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치매상담센터 설치가 의무화되었다. 그리고 2005년부터 치매상담센터의 운영

에 관한 업무는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되었다(보건복지부 2017a).

1.2.3. 치매 검진사업

치매 검진사업은 “치매의 위험이 높은 만 60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검진을 실시하고 치매환자를 조기에 발견 관리함으로써 치매노인 및 그 

가족의 삶의 질을 제고”(보건복지부 2017: 503)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치매 검진사업의 주체는 시 군 구의 보건소 치매상담센터 또는 치매지원센

터이다. 치매 검진사업은 1단계 치매 선별검사(보건소 주관 하에 간이정신상태

검사를 실시), 2단계 치매 진단검사(협약병원에서 신경인지검사, 전문의 진료 

등), 3단계 치매 감별검사(협약병원에서 혈액검사, 뇌 영상 촬영 등)로 구성되

어 있다. 치매 검진사업은 2006년에 ‘치매 조기검진사업’을 민간단체(한국치매

협회) 보조 사업으로 시작했으며, 2007년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 사업으로 전

환하였다. 2010년에는 치매 검진사업이 전국의 모든 보건소로 확대되었다.

2015년의 치매 검진사업(정밀 및 감별진단) 실적은 52천 명이다(보건복지부 

2017a).

1.3. 노인 건강증진 관련 정책

노인 건강증진 관련 정책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과 노인복지관과 국

민건강보험공단의 노인건강증진 프로그램으로 구분할 수 있다.

1.3.1.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건강생활 실천 및 만성질환 예방, 취약계층 건강관리를 목적으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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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사업을 통합하여 지역 특성 및 주민 수요에 맞게 기획 추진하는 사업”(보건

복지부 2016: 724)이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은 보건소 건강증진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가의 건강증진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기존 개별 국고보조사업을 통합하여 

재편성하였다. 정부에서는 2013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특성과 여건에 

맞게 건강증진사업의 세부내역을 자율적으로 설계 집행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

방식을 전환하였다. 그리하여 전국 보건소에서는 지역사회의 건강문제를 분석

하여 재원배분의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지역사회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키기 위

한 다양한 유형의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6).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분야로는 금연, 절주, 신체활동, 영양, 비만, 구

강보건,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한의약 건강증진,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 여성 

어린이 특화, 치매관리, 지역사회중심재활, 방문건강관리 등이 있다<표 4-3>.

이 분야들 중에서 특히 기능장애 농촌노인의 의료 복지와 관련성이 높은 분야

는 신체활동, 영양, 치매관리, 그리고 방문건강관리이다. 신체활동 분야의 사업 

유형으로는 ① 생애주기별 교육 및 프로그램 제공, ②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개인별 서비스, ③ 홍보 및 캠페인, ④ 환경 조성, ⑤ 지역사회 지원 및 연계 

강화 등이 있다. 영양 분야의 사업 유형으로는 ① 대국민 홍보 환경 조성, ②

생애주기별 영양관리 등이 있다. 치매관리 분야의 사업 유형으로는 치매노인사

례관리와 치매검진을 들 수 있다. 방문건강관리 분야 사업 유형으로는 ① 건강

행태 개선, ② 만성질환관리 및 합병증 예방, ③ 임산부 신생아 및 영유아 관

리, ④ 노인허약 예방, ⑤ 다문화가족 및 북한이탈주민 관리, ⑥ 장애인 재활관

리 등을 들 수 있다(보건복지부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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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사업 목적 사업 내용

금연
흡연 예방, 흡연자 금연 촉진, 비흡연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간접흡

연이 없는 환경을 조성

� 흡연 예방

� 흡연자 금연 촉진

� 간접흡연 없는 환경 조성

절주
건전 음주 문화 조성, 위험 음주의 조기 발견 및 개입을 통하여 지

역사회의 음주 폐해 감소

� 교육 및 홍보

� 조기 선별 및 상담

신체

활동
신체활동 실천 인구 증가, 걷기 및 중증도 신체활동 실천율 증가

� 생애주기별 교육 및 프로그램 제공

�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개인별 서비스

� 홍보 및 캠페인

� 환경 조성

� 지역사회 지원 및 연계 강화

영양 건강수명 증가를 위한 최적의 영양관리 및 식생활 습관 개선
� 대국민 홍보 환경 조성

� 생애주기별 영양 관리

비만 비만인구의 증가 억제, 비만 예방을 위한 건강생활 실천 향상

� 정보제공 및 홍보 캠페인

� 만성질환 예방 및 비만 관리

� 생애주기별 주민교육

� 취약계층 비만 예방 프로그램

구강

보건

예방 중심의 평생 구강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구강 건강수명 연장 

및 삶의 질 향상 도모

� 구강 건강증진

� 구강병 예방 진료

심뇌혈

관질환

예방

관리

심뇌혈관 질환의 심각성과 예방 가능성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

하고, 고혈압과 당뇨병 질환 전 단계와 질환자의 적정 관리를 통해 

건강지표 목표 달성

� 심뇌혈관 질환 홍보

� 만성질환 예방 관리

한의학

건강

증진

지역주민의 건강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치매의 원리와 한의학

적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국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

에 기여

� 질환별 한의학 건강증진

� 생애주기별 한의학 건강증진

아토피

천식

예방 관리

지역사회 알레르기 질환 예방관리 수준 향상

� 아토피, 천식 안심 학교 운영

� 취약계층 아토피, 천식 환자 지원

� 아토피, 천식 교육 및 홍보

여성,

어린이

특화

임신, 출산, 육아 관련 건강서비스를 제공하여 여성과 어린이의 건

강증진

� 임산부 등록 관리

� 산모 건강관리

� 가임기 여성 건강증진

� 다문화가족 여성, 어린이 건강증진

� 영유아 건강증진

치매관리
치매환자를 조기에 발견하여 관리함으로써 치매노인 및 그 가족들

의 삶의 질 제고

� 치매노인 사례관리

� 치매 검진

지역사회

중심재활
지역사회 장애인의 건강증진과 사회적 참여 확대

� 장애인 재활

� 장애인 사회 참여

� 2차 장애 발생 예방

방문건강

관리

취약계층의 건강인식 제고, 자가 건강관리 능력 향상, 건강상태 유

지 및 개선

� 건강행태 개선

� 만성질환 관리 및 합병증 예방

� 임산뷰, 신생아 및 영유아 관리

� 노인 허약 예방

� 다문화가족 및 북한 이탈주민 관리

� 장애인 재활 관리

자료: 보건복지부(2015).

<표 4-3>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의 구성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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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노인복지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노인건강증진 프로그램

보건소 외에 노인복지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도 노인건강증진 프로그램

을 운영하고 있다. 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노인건강증진 관련 프로그램

으로는 건강증진지원(건강 및 보건교육, 질병예방, 건강 상담, 건강교실 운영,

치매 예방 프로그램, 이 미용 등), 기능회복지원(물리치료, 운동요법, 한방요법,

일상생활 동작 훈련, 단체요법, 작업치료, 물리치료 등), 급식지원(경로식당, 밑

반찬 도시락 배달, 푸드뱅크 등), 요양서비스(치매 뇌졸중 프로그램, 주간 야

간보호 등) 등이 있다(보건복지부 2017b).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에 대응해 운동을 통한 신

체기능 저하 방지와 노인건강증진을 위해 2005년부터 ‘건강백세운동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건강백세운동교실은 노인들에게 적합한 운동프로그램을 제공

하고 건강교육을 실시하여 건강한 노후생활을 통한 노인의료비의 절감을 목적

으로 한다.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등을 활용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선

발한 전문 강사의 지도하에 주 2～3회씩 요가, 실버체조, 기체조, 치매예방체

조, 라인댄스 등과 같은 운동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2016년 현재 건강백세

운동교실은 전국 경로당 등 4,171개소에 개설되었다(이규식 외 2017).

1.4. 기타 복지서비스정책

기능장애 농촌노인 관련 기타 복지서비스정책으로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농

촌고령자 공동이용시설지원사업과 농촌형 교통모델 발굴사업이 있다.

1.4.1. 농촌고령자 공동시설지원

‘농촌고령자 공동시설지원사업’의 목적은 고령자 친화형 공동시설의 지원을 

통해서 농촌고령자의 주거 영양 위생 여건을 개선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농촌고령자 공동시설지원’ 사업은 공동생활공간, 공동급식시설, 목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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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의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여 농촌고령자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4년에 시범사업으로 시작되었다. 공동이용시설의 종류

로는 공동생활홈, 공동급식시설, 작은 목욕탕이 있다. 공동생활홈은 농촌에 거

주하는 다수의 고령자가 모여서 식사, 취침 등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한 시

설 또는 주택을 말한다. 공동급식시설은 마을회관 등 공공시설 내에 또는 조리 

및 식사를 제공하는 설비를 갖춘 시설이다. 작은 목욕탕은 읍면소재지 등 농촌 

중심지에 소규모로 목욕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

지부 2014). 2014~2015년 시범사업에서 선정된 농촌고령자 공동시설은 총 152

개였으나 사업을 포기하거나 반납한 경우가 7개 있어서 최종적으로 사업비가 

투자된 시설은 총 145개이다(김승근 외 2016).

1.4.2. 농촌형 교통모델 발굴사업

‘농촌형 교통모델 발굴사업’의 목적은 농촌형 교통모델을 발굴하여 지역사

회의 교통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다. 즉, 농촌형 교통

모델 발굴사업은 교통취약 농촌지역에 마을버스, 택시 등을 활용한 농촌형 교

통서비스를 제공하며, 공공서비스의 거점지역과 배후 마을 간의 접근성을 높이

기 위한 사업이다. ‘농촌형 교통모델 발굴사업’은 시 군, 운수사업체, 지역아동

센터, 복지회관, 마을자치회, 기타 비영리법인 등이 차량, 운영비, 인건비를 지

원받아 지역주민들에게 교통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014년에 시작되었

다. 사업의 지원 내용은 대중교통 미 운행 지역 등 교통여건이 취약한 농촌지

역의 대체교통사업 추진에 필요한 차량 구입비, 운영비, 인건비 등의 지원이다.

2014~2016년 기간 동안에 전국의 32개소에 지원을 하였다. 2017년에는 전국의 

18개소를 대상으로 개소당 5,00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한다(농림축산식품부 2015

및 2016b 및 2016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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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 관련 정책의 문제점

기능장애 농촌노인 관련 의료 복지정책의 문제점은 노인돌봄 관련 정책, 노

인 건강검진 및 질병예방 관련 정책, 노인 건강증진 관련 정책, 기타 의료 복지

정책으로 나누어 정리할 수 있다.

2.1. 노인돌봄 관련 정책의 문제점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및 노인돌봄서비스의 넓은 사각지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까다로운 등급판정, 저소득층의 비용 부담, 서비스

의 접근성 등으로 인해서 서비스의 이용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용하지 못

하는 농촌노인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의 농촌노인 대상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비스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용하지 못한 노인장기요

양서비스는 방문간호(10.5%), 방문요양(7.4%), 방문목욕(3.8%)의 순이었다. 방

문간호의 경우, 농촌지역에서 방문간호24를 제공하는 요양기관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 연구의 심층연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

상생활 수행에 있어서 기능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인하여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으려는 농

촌노인들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돌봄서비스의 경우는 노인돌봄기본서비스는 서비스 제공 대상은 상당

히 많지만 서비스 내용이 요양서비스가 필요하지 않은 노인들에게 안전 확인 

차원에서 주 2～3회 전화 연락을 하거나 주1회 정도 직접 방문하는 정도여서 

한계가 많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는 노인장기요양 등급 외 A 또는 B 판정자로

서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60% 이하인 노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서비스를 

받는 수혜자는 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4 이 연구에서 실시한 서비스 제공자 설문조사에 참여한 재가서비스 제공기관 중 방문간호 서

비스를 제공한 곳은 한 곳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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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 중에는 자부담 비용을 경제적 부담으로 느끼는 

기능장애 노인이 있었다. 이 연구 응답자의 특성 중 기능장애 노인은 무직이고 

소득이 낮은 경우가 많아서 서비스 이용을 위한 자부담이 경제적으로 큰 부담

일 수 있다. 일본의 경우 자부담 때문에 개호보험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취약계층 노인이 문제로 나타나는데, 비슷한 문제가 우리에게도 나타나는 것이다.

□ 노인돌봄 관련 정책 및 서비스에 대한 낮은 인지도

이 연구의 농촌노인 대상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노인돌봄서비스의 경우 

방문간호, 방문요양, 방문목욕에 대한 농촌노인들의 인지도는 상당히 높았으나

(모두 88.0% 이상),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에 대한 인

지도는 50%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본적 일상생활활동 기능장애 노

인의 재가서비스 및 지역사회복지 서비스 인지도가 가장 낮았다. 심층면접에서 

보여주듯이, 기능장애 노인은 대부분 마을 이장을 통해 서비스를 알게 되고 이

용하게 된다. 마을이장이 서비스 정보의 게이트키퍼 역할을 하는 것이다. 하지

만 마을 이장은 노인돌봄서비스나, 건강증진 프로그램, 치매프로그램 등 다양

한 의료 복지서비스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를 하기 어려워 기능장애 노인은 서

비스 정보에 소외되기 쉽다. 서비스 비인지는 서비스 이용을 낮추는 요인이 될 

수 있어 정책 및 서비스에 대한 낮은 인지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2.2. 노인 건강검진 및 질병예방 관련 정책의 문제점

□ 기능장애 농촌노인에 특화된 건강검진의 부재

현행 노인 건강진단은 1차 건강진단과 2차 건강진단(질환별 검사)으로 구분

하여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기능장애 농촌노인에 특화된 건강진단 내용

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노인 건강진단의 항목을 살펴보면, 1차 건

강진단은 기본진료(진찰, 체위검사, 치과검사), 혈액검사, 요검사, 안검사, 간이

인지기능검사, 흉부X선검사 정도이고, 2차 건강진단은 기본진료(진찰), 흉부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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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 순환계 질환, 간질환, 신장질환, 빈혈, 당뇨질환, 안질환, 치매, 골다공증 검

사, 낙상검사로 이루어져 있다(보건복지부 2017a).

2.3. 노인 건강증진 관련 정책의 문제점

□ 기능장애 농촌노인에 특화된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부족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분야는 14개 분야(금연, 절주, 신체활동, 영양,

비만, 구 강보건,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한의약 건강증진, 아토피 천식 예방

관리, 여성 어린이 특화, 치매관리, 지역사회중심재활, 방문건강관리)가 있다.

그러나 이 분야들 중에서 기능장애 농촌노인의 의료 복지서비스와 관련성이 

높은 분야는 4개 정도(신체활동, 영양, 치매관리, 방문건강관리)에 불과하다. 더

구나 이 4개 분야마저도 기능장애 농촌노인에 특화된 사업은 부족한 것으로 보

인다.

□ 노인건강증진 관련 사업 추진기관들 간의 연계 협력 부족

현재 노인건강증진 관련 사업은 보건소, 노인복지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서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기관들 간의 연계 협력은 크게 부족

하다. 이들 기관들 간의 연계 협력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서비스가 중복되거나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다만, 일부 지방자치단체에

서는 마을회관, 경로당 등을 활용하여 보건소, 노인복지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의 노인건강증진 관련 사업을 연계 협력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2.4. 기타 복지서비스정책의 문제점

□ 본 사업으로 정착되지 못한 농촌고령자 공동시설 지원 사업

농촌고령자 공동시설 지원사업은 2014년～2015년 기간 동안에 시범사업으

로 추진되었다. 이 사업의 추진 실적을 살펴보면, 공동생활홈은 2014년 35개소,



97

2015년 35개소를, 공동급식시설은 2014년 26개소, 2015년 28개소를, 작은 목욕

탕은 2014년 14개소, 2015년 14개소를 추진하였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촌

고령자 공동시설 지원사업에 따라 조성된 공동시설 이용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김승근 외 2016)에 따르면, 종합 만족도는 86.7%로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용자들은 위생 및 쾌적한 시설, 시설 이

용자 간 친밀감 형성 등에 높은 만족감을 나타냈다. 그러나 이 사업에 대한 이

용자, 농촌주민, 관련 전문가 등의 좋은 평가에도 불구하고 본 사업으로 정착

발전되지 못하고 있다.

□ 농촌형 교통모델 발굴사업의 부족

농촌형 교통모델 발굴사업은 대중교통 미운행 지역이나 교통취약 지역에 마

을버스, 택시 등을 이용하여 교통취약 여건을 개선하고 마을 주민의 이동성을 

높여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14년 13개 지원, 2015년 신규 8개 사업을 지

원하였다. 지원은 사업당 5천만 원 이내로 2년간 지원된다. 교통모델사업 유형

은 세 가지인데, 첫째 대중교통 미운행 지역에서 가까운 거리의 버스정류장이

나 읍 면 소재지까지 이동을 지원하는 환승거점 연계형, 둘째 지역 주민의 경

제활동을 지원하는 경제활동 지원형과 셋째 거점 복지시설과 연계해 주는 복

지서비스 접근형이 있다. 농촌형 교통모델은 교통이 불편한 농촌지역에서 특히 

거동이 불편한 기능장애 농촌노인들에게 필요한 사업이다. 그러나 이 사업은 

신청지역 중 선정하여 2년간 지원하기 때문에 이 사업이 필요한 농촌지역의 수

요를 제대로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지자체의 의지가 없으면 지속하기가 어

려운 실정이다.

3. 해외 노인돌봄 정책사례

외국의 우수사례로 일본의 지역포괄지원센터와 미국의 노인돌봄종합연계 

프로그램(Program of All-inclusive Care for the Elderly: PACE)을 살펴본다.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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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나라의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제도 도입 시 일본의 개호보험제도를 참고하였

기 때문에 일본은 우리와 비슷한 노인돌봄제도를 갖추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보다 고령화 문제를 앞서 겪고 있는 일본의 노인돌봄 제도는 우리에게 많은 시

사점을 준다. 일본의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은 개호보험제도를 재검토하면서 중

증 대상자를 줄이고 증가하는 경증대상자 관리를 목적으로 하며 현재 지역포

괄지원센터를 확대하고 있다(조추용 2014). 미국의 노인 장기요양제도

(Long-Term Care)는 서비스 간 연계 부족으로 인해 고질적인 고비용 저효율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Merte-Hanke, 2011). 이를 해결하기 위한 PACE는 노인

요양서비스를 통합하여 서비스가 필요한 노인들에게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

하며 성공적인 요양시설을 대체할 모형으로 평가받았다(황도경 외 2016). 일본

과 미국의 우수사례를 통해 기존의 노인 대상 의료 복지서비스와 함께 장기요

양돌봄 서비스가 제공되면서 다양한 문제점이 나타나는 우리나라의 장기요양

돌봄제도에 대한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3.1. 일본의 지역포괄지원센터

일본의 지역포괄지원센터는 약 800만 명에 이르는 단카이 세대(전후 베이비

붐세대)의 개호와 의료수요 증가에 대비해, 지금껏 각각 실시돼 왔던 고령자 

지역생활에 필요한 다섯가지 요소(주거, 의료, 개호, 개호 예방, 생활지원)를 유

기적으로 일체화시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지역완결적인 시스템을 마련하

기 위한 것이다(조추용 2014). 특히, 2014년에는 개호보험법이 개정되어 기존

의 개호예방급여와 지역지원 사업을 통합하여 ‘일상생활종합지원사업’을 실시

하게 되었다(오영란 2016).

일본의 지역포괄지원센터는 “지역주민의 심신의 건강유지 및 생활안정에 필

요한 원조를 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보건의료 향상과 복지증진을 포괄적으로 지

원”(조추용 2014: 69)하기 위한 조직이다. 지역포괄지원센터는 지역 고령자들

에게 ① 종합상담, ② 개인별 지역 지원 체계 구축, ③ 개호 예방에 필요한 지

원과 활동 등을 제공하여, 도움이 필요한 고령자들이 지역에서 마지막까지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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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지역의 다양한 자원을 연계

시켜 각 개인에게 맞는 최적의 개별 지원 플랜을 작성 제공하기 위하여 지역케

어회의 조직을 권장하고 있다(조추용 2014).

지역포괄지원센터 서비스의 핵심은 예방을 강화하고 개호보험대상자를 관

리하는 것이다. 예방을 위해 지원되는 서비스는 시설입소를 제외한 방문개호,

방문목욕, 방문간호, 방문재활로 개호보험서비스와 비슷하다. 전문성을 갖춘 

사회복지사, 보건사, 주임 개호지원전문원(care manager25) 등의 보건과 복지 

전문가가 한 팀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역포괄지원센터는 우리나라의 지방

차치단체에 해당하는 시 정 촌이 직영 혹은 위탁관리를 하며 책임주체로 운영

에 관여하고 있다(조추용 2014).

지역포괄지원센터는 포괄적 지원사업과 지정개호예방지원을 주로 담당한다.

포괄적 지원 사업은 지역주민의 보건과 복지증진을 포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개호예방 케어 매니지먼트 사업, 종합상담 지원 사업, 권리옹호 사업, 포괄적 

케어 매니지먼트 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다. 지정개호예방지원 사업은 사회복지

사가 예방급여 대상자에게 건강과 주변 환경에 맞는 개호예방서비스계획을 작

성하고 계획에 따른 지정개호예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호예방서비스 

사업자나 관계기관과 연계를 하는 것이다(조추용 2014).

일본의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은 지역포괄케어센터에 의료와 복지 및 개호 전

문가를 한 팀으로 사례발굴과, 대상자에 서비스를 제공을 하거나 타 기관과 연

계하여 서비스를 받도록 한다<그림 4-1>.

25 일본의 개호보험을 참고한 우리나라의 장기요양보험과 거의 비슷하지만, 차이점 중 하나는 

우리나라는 ‘care manager’가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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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지역포괄지원센터의 흐름도

자료: 조추용(2014)에서 재인용함.

3.2. 미국의 노인돌봄종합연계 프로그램

미국의 노인돌봄종합연계 프로그램(Program of All-inclusive Care for the

Elderly: PACE)은 서비스 자격이 있는 개인(주로 노인)이 지역사회에서 지속적

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

이다(Gross et al. 2004). 이 프로그램은 서비스 이용자의 건강 증진과 함께 건

강 악화를 늦추기 위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노인돌봄종합연계 프로그램

(PACE)기관은 집과 지역에서 센터를 통해 돌봄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 

이용자들은 PACE센터를 평균 주 3회 이용한다. PACE센터에는 의사와 간호사

가 근무하는 클리닉, 물리치료실, 사회 여가 활동을 위한 공간 등이 있다.

노인돌봄종합연계 프로그램(PACE)을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은 ① 55세 이상,

② PACE기관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③ 요양시설(Nursing-home) 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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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이용 자격이 있는 사람, ④ PACE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지역사회에서 안

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다. 다학제적인 연계 팀은 의사, 임상 간호사

(nurse practitioners)26, 간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운전사, 보조원(aides)

등과 같은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된다(Medicare 2016).

노인돌봄종합연계 프로그램(PACE)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주간보호(의사,

여가치료, 간호서비스를 포함), 치과진료, 응급서비스, 재가보호, 진단 서비스,

식사 제공, 전문 의료서비스, 가정간호, 물리치료, 예방 돌봄, 보호자 훈련, 지지 

그룹, 휴식 돌봄(respite care)을 포함한 특별서비스, 사회복지사 상담, 교통 지

원(PACE센터 또는 병원 방문을 위한) 등이다(Medicare 2016).

미국의 노인돌봄종합연계 프로그램(PACE)은 모든 서비스를 한 곳에서 제공

하여 서비스 이용자가 필요한 서비스를 찾아다니지 않고 맞춤형 서비스를 받

도록 하여 서비스의 분절과 중복을 줄이며 의료와 복지, 재가서비스 연계를 통

해 서비스의 효과를 높여준다<그림 4-2>.

<그림 4-2> PACE 프로그램 연계 

26 임상 간호사는 한국에 없는 간호사 자격으로 일정 요건을 갖추면 의사가 할 수 있는 진단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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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결

우리나라의 농촌노인 관련 의료 복지서비스정책은 노인돌봄 관련 정책, 노

인 건강검진 및 질병예방 관련 정책, 노인 건강증진 관련 정책, 기타 의료 복지

서비스정책으로 구분하여 정리할 수 있다.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기능장애 농촌노인을 위한 대표적인 노인돌봄 관련 정책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와 노인돌봄서비스가 있다.

지역에 거주하는 기능장애 노인에게 제공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재

가급여는 장기요양요원(요양보호사 등)이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목욕, 간호 등을 지원을 한다. 노인돌봄기본서비스는 독거노인에 대

한 복지욕구 파악과 안전확인이 주 사업이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는 일상생활

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가사 또는 일상 활동을 지원한다.

노인 건강검진 및 질병예방 관련 정책으로는 노인 건강진단, 치매상담센터 

운영, 치매 검진사업, 노인실명예방사업 등이 있다. 노인 건강증진 관련 정책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과 노인복지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노인건강증

진 프로그램이 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보건소에서 지역사회 건

강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노인복지관과 국민건강

보험공단의 노인건강증진 프로그램은 건강교육과 운동프로그램 등을 통해 노

인의 건강관리 및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기능장애 농촌노인 관련 기타 의

료 복지서비스정책으로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고령자 공동이용시설지원사

업과 농촌형 교통모델 발굴사업이 있다. 농촌고령자 공동이용시설지원사업은 

공동생활공간, 공동급식시설, 목욕탕 리모델링 지원이 있다. 농촌형 교통모델

은 버스와 택시 등을 활용하여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교통서비스를 제공한다.

우리나라의 농촌노인 관련 의료 복지서비스정책의 문제점으로는 노인장기

요양보험제도의 넓은 사각지대, 관련 정책 서비스에 대한 낮은 인지도, 기능장

애 농촌노인을 위한 특화된 통합건강증진사업 부재, 노인건강증진 관련 사업 

추진기관들 간의 연계 협력 부족과 농촌형 사업의 부족 등이 문제점으로 나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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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의료 복지서비스 관련 정책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해외 우수사

례로 일본의 지역포괄지원센터와 미국의 노인돌봄종합연계 프로그램(PACE)

을 살펴보았다. 일본과 미국의 사례의 공통점은 수혜자 중심으로 접근하여 서

비스를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또한 의료와 복지 등 전문가들이 다학제적 팀으

로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일본의 지역포괄지원센터는 예방을 중심으로 

보건과 복지 전문가가 한 팀으로 기능장애 노인을 관리하고, 미국의 노인돌봄

종합연계 프로그램은 기능장애 노인의 필요에 따른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센터

에서 연계하여 제공한다. 미국과 일본의 사례는 의료와 복지의 다양한 서비스

가 필요한 노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보여준다. 이와 함

께 여러 서비스 기관이 서로 협력하여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제5 장

기능장애 농촌노인의 의료 복지서비스 개선방향

1. 의료 복지서비스 개선방향

이 연구에서 나타난 기능장애 농촌노인의 의료 복지서비스 이용의 문제점과 

정책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① 서비스 제공을 지역화하고 ② 서비스 연계

를 개선방향으로 제시한다. 지역화는 서비스 공급을 지역화하여 기능장애 농촌

노인의 거동 불편과 교통 불편으로 인한 낮은 접근성의 문제를 개선한다. 또한 

서비스 전달체계를 단순화하여 서비스 분절과 중복으로 인한 서비스 전달의 비

효율성을 개선한다. 서비스 연계는 의료와 복지서비스 뿐만 아니라 재가서비스

와 기타 서비스를 연계하여 기능장애 노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

스 연계는 서비스 전달 체계에서 나타나는 서비스 분절과 중복으로 인한 문제

를 감소시킨다. 따라서 서비스 공급의 지역화와 서비스 연계는 낮은 서비스 접근

성을 개선하고 서비스 부재로 인한 미충족 욕구를 감소시키며, 공급자 또는 사업 

위주의 서비스 제공 방식을 수혜자 또는 사람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제3장의 설문조사와 심층연구, 초점집단면접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교통 불

편과 서비스 부족, 낮은 의료서비스 질, 낮은 서비스 인지도, 서비스 부재, 서비

스 제공 인력 부족, 대기자 증가 등으로 나타났다. 제4장의 관련 정책 조사에서

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넓은 사각지대, 관련 정책 서비스에 대한 낮은 인

지도, 기능장애 농촌노인을 위한 특화된 사업 부재 등이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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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문제점들은 전달체계상뿐만 아니라 농촌의 지역 특성에 따른 서비스 제

공과 이용에 어려움으로 나타났다.

서비스 전달체계는 서비스가 필요한 수요자에게 전달되기까지 제도에 의해 

작동하는 인력구조, 행정절차 등을 의미한다(강혜규 2014). 전달체계의 문제점

으로 나타난 것은 서비스 연계의 부족, 서비스의 중복, 단절, 부양의무자로 인

한 국민기초생활보호 수급자 탈락 등이다. 농촌의 특성에 따른 문제점은 교통 

불편, 인력 및 재정의 부족 등이 있으며, 기능장애 농촌노인의 특성에 따른 문

제점은 거동이 불편하고 재정적 부담으로 자부담이 있는 서비스 이용이 어렵

다는 것이다. 제3장과 제4장에서 보여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기능장애 

농촌노인에게 효과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단위에서 접근하는 서

비스 연계에 초점을 두고 개선방향을 살펴보았다.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능장애 노인에게 일본은 서비스 이용자

격의 문제가, 미국은 서비스 중복화, 분절화, 대기자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

다(Sok An 2015). 우리 농촌의 경우도 일본과 미국의 의료 복지서비스 제공에

서 나타나는 문제와 비슷한 문제들인 중복, 분절, 비효율성이 나타나고(강혜규 

2014), 농촌 특성으로 인한 문제점들 또한 함께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는 각각

의 문제점을 해결하기보다는 앞 장에서 살펴본 일본의 지역포괄케어시스템과 

미국의 노인돌봄종합연계프로그램(PACE)을 참고하여 지역단위 서비스 연계 

시스템을 제안한다.

일본의 지역포괄지원시스템과 미국의 노인돌봄종합연계프로그램(PACE)의 

특징은 의료와 복지서비스의 통합 또는 연계를 통해 지역단위에서 개인의 건

강상태 사회적 환경 등에 따라 개별적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 농촌은 제한된 서비스를 기본적인 자격 분류에 

따라 일괄적으로 제공하는 형태에서 점점 찾아가는 맞춤형 서비스 형태로 변

화해 간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일본의 지역포괄지원시스템인 지역단위 프로

그램과 미국의 노인돌봄종합연계프로그램의 서비스 통합 및 연계를 참고하여,

우리나라 농촌지역의 노인 의료 복지서비스로 지역(군 읍 면) 단위에서 의료

와 복지, 재가 서비스가 서로 연계하는 정책방향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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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지역단위 사업 관리 체계화

일본의 지역포괄지원시스템에서 보듯이 일본은 우리보다 앞서 장기요양보

험인 개호보험을 실시하였다. 제도 시행 이후 나타나는 서비스 단절과, 중앙정

부의 재정부담 증가 등의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해 지역포괄지원시스템을 확장

하고 있다. 일본이 경험하는 문제는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다. 서비스 제공 측면에서 서비스 중복과 분절화로 인해 필요한 서비스를 받

지 못하는 사례가 생기고 있으며, 노인인구의 증가로 향후 노인장기요양보험이 

국가 재정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윤성주 2013). 서비스 제공의 

문제로 인해 기능장애 농촌노인은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 여러 사업에서 비

슷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비효율적으로 서비스가 제공되고, 서비스 분절화

로 인해 다양한 서비스가 필요한 기능장애 노인은 서비스를 받을 수 없게 된

다.

중앙정부의 지역사업은 직 간접적으로 기능장애 농촌노인의 삶의 질과 관련

이 있고, 기능장애 농촌노인의 복지에 영향을 준다. 사업은 지역 단위로 이루어

지지만, 농촌지역 특성에 대한 고려와 중앙정부 부처 사업 간 조정 없이 각 부

처에서 일괄적으로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이 시행되는 경우가 많아 유사 

사업이 농촌지역에 중복적으로 시행되거나 다양한 서비스의 연결성이 낮은 경

우가 많다. 예를 들면 의료사업의 경우 복지부는 거점 공공의료기관 육성 및 

공공보건의료인력 역량 강화, 농어촌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 농식품부는 농업

안전보건센터 지정운영, 농진청은 농촌건강장수마을 사업을 각각 진행하고 있

다. 복지사업의 경우 복지부의 농촌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선과 농식품부 행

복나눔센터 등 농수협 복지서비스 강화가 각각 진행되고 있다. 초점집단면접에

서도 이러한 문제를 언급하였다.

“농촌에 투자하는 게 많잖아요. 예를 들면 건설과에서 하는 권역사업 그런 것들

도 복지와 함께 연결돼서 해야 되는 것 같거든요. (내가 보면 중앙부처에서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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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에서 통합시키기는 어려울 것 같고.) 권역사업도 되게 좋은 사업인데, 예산 

쓰기 위해 그 사업 따로 하고, 농촌체험마을 따로 하고, 아예 크게 하고 실질적인 

혜택을 주면 좋은데. 어울리게 해야 되는데, 따로 국밥이라는 거죠. 거기에 움직

이는 사람, 인력은 관여하는 사람은 똑같아요. 인력풀이 없으니까요. 관심 있는 

분만 관여를 하다보니까요. 농촌활력화사업도 마찬가지고(D지역 읍사무소 담당

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여러 사업이 정리되지 않은 채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시행되면, 지역사업은 복지사업의 중복과 서비스의 분절을 가져오고, 서비스의 

효과성을 떨어뜨리게 된다. 특히 기능장애 농촌노인의 경우 서비스에 대해 정

보 접근성이 낮아 서비스 접근에 소외된다. 분절화 또는 중복화된 복잡한 서비

스 이용 절차는 기능장애 농촌노인이 쉽게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게 만든다.

또한 당장 서비스가 필요한 기능장애 농촌노인에게 서비스 전달이 지연되고,

대기자가 증가한다. 기능장애 농초노인의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중앙정

부사업과 지자체 사업구조를 단순화하고 의료 복지서비스를 지역단위로 제공

조정하는 창구를 만들면 농촌에 거주하는 기능장애 노인뿐만 아니라 모든 노

인들의 서비스 접근성을 향상시켜야 한다.

1.2. 농촌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단위 서비스 연계 강화

기능장애 노인의 경우 건강을 관리할 의료서비스와 사회 활동을 위한 복지

서비스, 일상생활을 위한 재가서비스 욕구가 높다. 하지만 농촌지역은 넓은 지

역 특성상 이동이 불편하다. 거동이 불편한 기능장애 농촌노인인 경우 농촌지

역에서 서비스 접근성이 더욱 낮아진다. 농촌지역에서 기능장애 농촌노인의 서

비스 욕구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해서 의료와 복지 및 재가서비스의 연

계가 필요하다.

의료와 복지서비스는 연계 통합을 시도한 사례는 있지만 크게 확장되지 못

하였다. 또한 기능장애 노인에게 의료와 복지서비스가 함께 제공되는 제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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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서비스 중 농촌지역 의료서비스에 해당하는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재가센

터27는 드물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도입된 이후 서비스의 급격한 양적 증가가 

있었지만, 재가 기관 중 방문간호 제공 기관은 크게 증가하지 않았다(정경희 

외 2016). 방문요양은 사회복지사가 요양보호사를 고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만, 방문간호는 간호사만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서 농촌지역 특성

상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재가센터의 설립이 쉽지 않다. 방문간호사를 고용하더

라도 수요가 많지 않아 수지타산을 맞추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농촌지역에서 

방문간호 서비스를 주로 제공하는 곳은 보건(지)소 또는 보건진료소이다. 방문

간호 서비스는 교통이 불편한 농촌에 거주하는, 거동이 불편한 기능장애 노인

에게 찾아가는 의료서비스이기 때문에 복지서비스 및 재가서비스와 연계하여 

그 효과가 커질 수 있다.

“다 같이 연계가 되어야 하는데, 안 되다 보니 이 사람이 의료서비스를 받고 있

는지 몰라요. 그래서 들어왔는지 몰라서 다시 의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받고 

있는데도 몰라서. 그 분이 뭘 받고 있는지 모르거든요(D지역 보건진료소장).”

향후 의료 복지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을 통해 서비스 전달의 효율성을 높이

고, 동시에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일본의 지역포괄케어시스템과 

미국의 노인돌봄종합연계프로그램(PACE) 모두 의료와 복지서비스 연계 또는 

통합을 통해 서비스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이용자의 욕구를 반영해 이

용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우리 역시 농촌에 맞는 서비스 전달 기관 또

는 제도를 통해 의료와 복지서비스 및 재가서비스 등 관련 서비스를 연계하여 

기능장애 노인의 욕구에 맞는 통합적인 서비스를 전달할 수 있어야한다.

27 이 연구의 서비스제공자 설문조사에서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재가센터는 한 곳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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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과제

본고는 기능장애 농촌노인의 의료 복지서비스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로 1)

지역단위 정책 조정 센터 설치, 2) 기능장애 농촌노인을 위한 경로당 사업, 3)

기능장애 농촌노인을 위한 서비스 연계, 4) 기능장애 농촌노인을 위한 농촌형 

교통 확대, 5) 기능장애 농촌노인 대상 서비스 접근성 확대를 위한 공동시설 

지원을 제안한다.

<그림 5-1> 기능장애 농촌노인 정책 

공급자 중심의 일방적 서비스 전달을 사람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정책조

정센터는 다양한 농촌지역 사업을 각 지역사회의 요구에 맞게 조정하여 정책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서비스 제공기관의 연계는 기능장애 농촌노인에게 맞

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서비스의 효과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작은 

복지관, 농촌형 교통확대, 공동시설 지원을 통해 기능장애 농촌노인의 서비스 

접근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그림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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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지역단위 사업 정책조정센터 설치

농촌복지서비스 제공 현장에서 느끼는 것처럼 많은 정부와 지자체 사업들이 

시행되고 재정이 투입되고 있다. 하지만 각 사업이 서로 유기적인 연계와 장기

적인 계획을 가지고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각 부처의 독자적인 진행으로 

투입에 비해 효과가 제한적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

정부의 사업을 시행할 때 농촌지역 사업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기관이 필요하

다. 지방정부의 사업 역시 중앙정부의 사업과 유기적인 연계를 맺어야 효과가 

커질 수 있다. 중앙정부 사업을 총괄 조정하는 기관이 필요한 것처럼, 중앙정부

의 사업과 지자체의 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발전시킬 지방 조직 역시 필

요하다. 각 지자체 특히 군 지역은 각기 다른 인구구조, 산업구조, 생산구조 등

을 가지고 있어, 일률적인 중앙정부의 사업을 지역단위로 조정하여 시행할 필

요가 있다. 특히 노인인구가 30%를 넘는 초고령 농촌지역과 20% 정도인 고령

화 농촌지역이 필요한 복지사업은 다를 수 있다. 초고령 지역은 서비스를 제공

할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역단위 조정 기관에서 인력지원 사업에 재정을 

사용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농촌의 경우 교통의 불편과 인력 부족이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을 증가시킨

다. 서비스 제공의 어려움은 그대로 서비스 이용의 어려움으로 나타난다. 특히 

기능장애 농촌노인의 경우 거동이 불편하여 의료 복지서비스 이용에 더욱 큰 

어려움을 겪는다. 이렇듯 각 지역은 서비스 제공과 이용자의 특성이 다르기 때

문에 지역 단위 조정 기관에서 지역의 특성에 맞도록 유연하게 서비스를 확장

변형하여 지자체의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하게 한다. 예를 

들면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을 통해 기능장애 농촌노인에게 특화된 건강검

진을 시행할 수 있을 것이다.

기능장애 농촌노인을 위한 의료 복지서비스는 단순히 건강이 불편한 노인에

게 제공할 서비스를 개발하고 전달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는다. 기능장애 노인

을 돌보기 위해서는 노인의 예방교육, 건강 유지, 질병치료를 위한 전문 인력과 

프로그램이 필요하고, 일상생활에 도움을 주는 다양한 재가 또는 시설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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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인력이 필요하다. 또한 기능장애 노인돌봄을 위해서는 정부나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공식 돌봄(fomal care)뿐만 아니라 가족이나 지역사회의 비공식 돌봄

(informal care)이 함께 필요하다. 이렇게 기능장애 노인을 위한 의료 복지서비

스는 지역사회의 인적 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연계 배분하고, 지역 구성원의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지역(마을)단위의 접근이 필요하게 된다.28 지방(지자

체)의 지역 단위 정책조정센터에서는 중앙정부 사업을 조정해서 지역에 맞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2.2. 기능장애 농촌노인을 위한 서비스 연계

지역포괄지원시스템과 노인돌봄종합연계프로그램(PACE)이 대표적인 연계 

통합서비스 지원이다. 일본은 보건 의료 복지의 연계를 중시하며(조우홍 2010),

지역포괄지원시스템에서는 간호사, 개호보호사, 사회복지사를 교육할 때 통합

교육을 통해 각 전문분야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연계를 준비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29 미국의 노인돌봄종합연계프로그램(PACE) 경우 환자에게 필요한 서비

스를 평가하는 작업을 할 때, 의료 및 사회서비스에 대한 욕구를 평가하여 필

요한 의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연계시켜준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현장에

서 의료와 복지서비스 연계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주간(보호)으로 가잖아요. 주변에 진료소에 그런 분들이 오셔서 프로그램이 운

영이 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에요.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심해지기 전에 예방 

차원에서 하는 것이 필요해요. 밴드 체조를 하다 보니 좀 더 젊었을 때(60대) 했

더라면 그렇게 굳어지지 않았을 텐데. 질환이 생기기 전에 하셨어야 하는데, 지금

은 이미 생긴 거잖아요. 지금 그 연세들이 70~80세이거든요. 20년 전만 하면, 60

대에만이라도 시작하면 꾸준히 하면 조금 부드럽거든요(D지역 보건진료소장).”

28 연구진이 일본 출장 중 인터뷰한 사쿠종합병원 부원장은 병원이 참여한 지역포괄케어를 마을

만들기로 접근함.

29 연구진이 일본 출장 중에 사쿠종합병원 기타자와 아키히로 부원장을 인터뷰한 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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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 양평군의 의료･복지 연계 

자료: 엄진영 외 (2015).

의료와 복지서비스 연계에 대한 연구는 꾸준히 진행되어 오고 있으며, 그 효

과성은 많이 알려져 있다. 의료와 복지서비스 연계가 시도되고 있지만, 여전히 

서비스 연계가 부족한 것은 지자체의 상황과 자치단체장의 의지가 많은 영향

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각 기관 간의 연계 및 통합은 각 기관의 업무방식

의 다름과 타 전문영역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한 갈등이 생길 수 있다(노길

희 김창기 2008).

우리나라의 경우 특히 농촌지역에서 의료와 복지를 연계 또는 통합하는 시

도가 있고 실행하는 곳이 있다. 대표적으로 양평군 행복돌봄과와 거창의 행복

나르미센터의 의료 복지서비스의 연계 또는 통합 모델이다(엄진영 2015). 하지

만 거창의 의료 복지 통합모델인 행복나르미센터는 더 이상 지속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주변 지역인 합천은 희망복지센터를 통해 의료와 복지를 연계하

고 있다.

농촌지역에서 제공하는 의료서비스는 민간 병(의)원을 방문해서 받는 서비

스와 공공 보건의료 기관인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를 이용하는 것이다. 의료



114

합천 희망복지센터

▷ 권역별 복지센터:동부(6개면 담당), 북부(5개면 담당), 남부(6개면 담당)

▷ 구성 : 공무원(1) + 통합사례관리사(1) + 방문간호사(1), 필요시 읍면복지담당 공무원 참여 

▷ 장소: 보건지소 내

▷ 담당지역: 5, 6개면

▷ 사례

   사례 의뢰 경우 → 공무원 + 통합사례관리사 방문과 욕구조사 → 대상자 선정 및 관리 → 필요시 방문간호

의뢰

   방문간호 사례 → 방문간호 사례 중 행정지원이 필요한 경우 공무원이나 사례 관리사에 의뢰

▷ 장점: 부서 상호간의 정보공유와 협조로 대상자 발굴과 서비스 연계가 가능

   군청과 읍면사이 중간역할: 읍면에서 보지 못하는 부분을 보완해 주며, 권역별로 담당하기 때문에 중간

기관 역할을 함. 

▷ 단점: 3명이 5~6개 면 담당하고 있어 인력보강이 필요함.

<관련기사>

http://www.hchknews.com/homepage/bbs/board.php?bo_table=news&wr_id=241

와 복지서비스가 통합 연계되기 위해서는 민간 병(의)원과 공공 보건기관, 복

지서비스 기관과의 연계가 필요하다. 일본의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은 지역사회

의 민간 병(의)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미국의 노인돌봄종합연계프로그램

(PACE) 역시 민간 병원과 연계가 되어 있다. 우리 역시 공중보건뿐만 아니라 

민간 병(의)원과의 연계를 통해 기능장애 노인에게 필요한 종합적인 의료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의료와 복지서비스뿐만 아니라 재가서비스 역시 연계 또는 통합이 되어야한

다. 농촌지역에 재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의 경우 독거노인 혹은 노인

부부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어서 기능장애 노

인을 가장 가깝게 돌보고 있다. 이들은 기능장애 노인의 서비스 필요와 건강의 

변화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주간보호 역시 노인들이 선호하는 서비스이

지만, 농촌지역은 주간보호센터에 대한 접근성이 낮고 기능장애 노인의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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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도 역시 매우 낮다.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해 노인이 

기능장애를 겪더라도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사회에서 늙어가려면, 재가서비스

와 주간보호와 같은 의료와 복지서비스가 함께 제공되는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개별 병(의)원과 공중보건에서 제공하는 의료서비스,

노인복지관과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복지서비스가 연계되어 제공된다면, 효율

적으로 기능장애 노인을 지역사회에서 돌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농촌에 널

리 퍼져있는 보건진료소 주변에 주간보호시설(또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교

통이 불편한 지역에서도 쉽게 의료와 복지서비스의 연계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노인돌봄 전문 인력의 양성이 필요하다. 복지에도 전문 인력이 필

요하고, 의료 보건 역시 훈련받은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 전공을 확정한 학생 

때부터 의료와 복지 연계를 계획한 인력 양성이 필요하다. 또한 경로당과 보건

진료소를 활용하여 작은 복지관 또는 주간보호를 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지원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의료와 복지서비스 연계를 위한 제도의 개선이 필

요하다.

마지막으로 재가서비스를 민간에 완전히 맡겨버리기보다는 공공서비스와 

연계를 하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재가서비스 제공자 역시 공공서비스 

제공자와 연계를 통해 보다 효과적인 다양한 의료 복지서비스 자원을 활용하

여 기능장애 노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2.3. 기능장애 농촌노인을 위한 경로당사업: 거점 경로당과 작은 

복지관

경로당은 농촌지역 모든 마을에 있는 마을 단위 시설이다. 이 연구 설문조사 

대상자 100%가 경로당을 인지하며 기능장애 노인 90% 이상이 경로당을 이용

했다. 따라서 경로당을 지역단위 의료 복지서비스 제공의 가장 작은 단위 기관

으로 개발 운영하는 것을 제안한다.

“경로당을 작은 복지관으로 해서 작은 복지관 간사 1명씩 넣어가지고 마을 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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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일자리도 생기고, 노인분들 이야기도 듣고, 책도 만들고, 박물관도 만들고, 일

자리도 만들고. 작은 복지관을 만드는 거죠. 다 경로당 중심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D지역 읍사무소 사회복지사).”

<그림 5-3> 경로당을 이용한 작은 복지관

작은 복지관은 거점경로당과 거점경로당을 지원하는 의료복지통합센터를 

통해 운영될 수 있다. 거점 경로당은 지역 노인복지관이나 지역사회 종합복지

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와 연계하여 의료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거

점 경로당은 작은 복지관 역할을 할 경로당 3~4개를 담당하는 1명의 사회복지

사를 고용한다. 작은 복지관을 담당하는 사회복지사는 지역에 맞는 서비스를 

연계 및 개발하여 지역 주민 특히 거동이 불편한 기능장애 노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경로당은 각 마을에 하나씩 있기 때문에 1명의 사회복지사가 

1주일에 2회 정도 각 마을 경로당에 상주하며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필요하

면 의료서비스를 연계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의료복지통합센터는 지역의 

의료, 지역복지, 재가서비스 기관이 연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거점경로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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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한다. 거점 경로당의 사회복지사는 담당하는 마을의 기능장애 노인에게 보

건소, 재가서비스센터, 노인복지관 등과 연계하여 필요한 의료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경로당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이 많으면 좋지... 다른 데는 아예 갈 수가 없어(순천

시, 심층면접 참여자 B).”

거점 경로당의 사회복지사는 담당하는 마을의 기능장애 노인에게 보건진료

소, 보건(지)소, 재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센터와 연계하여 필요한 의료 복지 재

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서비스가 기능장애 노인 거주 지역에서 제공되기 

때문에 교통이 불편한 농촌의 서비스 이용 문제점과 거동이 불편한 기능장애 

노인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 또한 사회복지사가 농촌 마을에 접근하기 때

문에, 기능장애 노인의 높은 서비스 비인지도가 개선되고 서비스 이용률을 높

일 수 있다. 심층면접에서 작은 복지관 형태는 아니지만, 거주지와 가까운 동일 

면 지역에 종합복지회관이 분소형식으로 설치되어 독거노인들을 대상으로 일

주일에 하루씩 무료급식, 여가활동 등을 제공하고 있는 지역도 존재했다. 이는 

지역 내 노인들의 복지서비스 욕구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있는 것으로 평

가되었다.

“군에서 면으로 복지회관을 만들어줘서, 군 종합복지계에서 나와서 급식도 일주

일에 한 번 하고... 시작한지가 얼마 안 돼요. 여기 (노인)회장님이 군에 도와달라

고 얘기해서, 서면에 하나 나와 있어요. 독거노인들 일주일에 한 번 오락도 하고 

같이 즐기고 식사도 같이 하시고 그러죠. 여기는 군 노인복지관에서 나와서 지원

해주는 거죠. 그래도 잘해줘요. 노래교실, 웃음치료 해주는 강사들이 많이 오죠.

잘 되고 있어요 지금(홍천군, 심층면접 참여자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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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기능장애 농촌노인을 위한 농촌형 교통 확대 및 제한 완화

현재 농촌지역에 농촌형 택시가 교통복지 증진에 도움을 주고 있다. 전남의 

경우 2014년 보성 화순 두 곳에서 시작된 100원 택시가 2017년 21개 시군으로 

확대된다(한겨레 2017. 5. 10.). 하지만 농촌형 택시를 이용하기 위한 조건이 있

다. 전주시에서 올해 4월부터 농촌마을 교통환경 개선을 위해 시작하는 모심택

시의 경우 마을회관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가 800m 이상이거나 배차간격이 3시

간 이상인 교통이 취약한 마을을 대상으로 한다(전주시 보도자료 2017. 4. 12.).

화순의 100원 효도택시는 2014년 버스 승강장에서 1km 이상 떨어진 읍면 마을

을 대상으로 하였고, 2015년 8월부터 버스 승강장에서 500m 떨어진 마을로 확

대하였다. 이용자는 월 2매 면 소재지와 읍 소재지까지, 월 1매 군청이나 전통

시장까지 이용할 수 있다(피디언 2017. 2. 27.30).

농촌형 택시는 농촌노인의 이동을 도와 교통편익을 증진하였고, 그 효용성으로 

타 지역까지 확산되고 있다. 농촌형 택시의 이용 조건은 기능장애가 노인이 택

시를 사용하기에는 무리가 없지만, 거동이 불편한 기능장애 농촌노인이 이용하

기에는 무리가 있다. 농촌형 택시가 들어가지 않는 지역의 경우 500m나 800m

를 걸어서 버스를 타야 한다. 이 거리는 거동이 불편한 기능장애 노인에게는 이

동의 어려움 때문에 의료 복지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이유가 될 수도 있다.

또한 월 이용 횟수의 제한은 건강이 좋지 않아 병(의)원을 자주 이용하는 기능

장애 노인의 이용을 제한하게 된다. 이 연구에서 면 지역의 기본적 일상생활

활동 기능장애 노인의 한 달 평균 병(의)원 이용이 3.5회로 나타나는데, 월 2회 

택시 이용은 병(의)원 이용하기에도 부족하다. 이를 위해 농촌형 택시가 운행 

중인 곳은 기능장애 노인의 이용 횟수를 늘려야 한다. 기능장애 농촌노인을 위

해서 농촌형 택시를 확대할 때, 버스정류장까지의 거리 제한이 또한 없어야 한

다. 적절한 교통수단이 제공되면, 면 지역 기본적 일상생활활동 기능장애 노인

의 병(의)원 방문은 증가하며, 보다 효과적으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을 것이다.

30 http://www.pedien.com/news/articleView.html?idxno=62185, 2017년 5월 11일 접속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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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기능장애 농촌노인을 위한 서비스 접근성 확대

기능장애 농촌노인의 의료 복지서비스 이용에 있어 가장 큰 장애는 낮은 접

근성이다. 특히 이동이 불편한 면 지역 거주 기능장애 노인에게 필요한 것은 

교통지원과 함께 근거리 의료 복지서비스 지원이다. 교통지원은 원거리에 있

는 서비스 자원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킨다면, 공동생활지원 확대와 주간보호

센터 확충은 기능장애 노인이 근거리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다.

공동생활지원 사업은 공동생활홈, 공동급식시설, 작은 목욕탕이 있다. 이 사

업들은 시범사업을 통해 장단점이 파악되었는데, 농촌 공동체에 악영향을 미치

지 않도록 사업의 확대를 위해 충분하게 신중을 기해야 한다. 공동으로 함께 

시설을 이용함으로써 마을 구성원 간의 갈등 역시 문제가 될 수 있다. 한 공간

을 공유하는 형태의 공동생활홈은 무엇보다 개인의 프라이버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또한 공동생활홈의 경우 한 성별만 사용을 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 공

동급식시설은 어느 한 사람이 급식을 담당하는 부담이 지워지는 경우가 있고,

급식을 담당할 인력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작은 목욕탕은 사업의 유지 

관리가 중요한 사업이지만, 운영을 할 전문 인력이 없는 경우 사업의 지속성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김승근 외 2016).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공동생활홈의 경우 독립생활공간을 마련하여 

새로운 거주공간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기능장애가 심하지 않은 경

증 기능장애 노인이 생활할 수 있도록 생활공간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예로,

공동생활 공간에 경사로를 설치하여 휠체어나 보조기구의 이동이 가능해야 하

고, 동선을 따라 안전바를 설치하여 기능장애 노인의 이동을 도와야 한다. 안전 

벨을 설치하여 응급 시 도움을 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공동생활홈

을 이용자에게만 맡겨두기보다는 사회복지사나 간호사와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기능장애 농촌노인의 서비스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공동급식시설 역시 주간보호에서 식사를 지원하거나, 복지관에서 무료

급식을 하듯이 인력지원을 통해 기능장애 노인에게 식사를 제공해야 한다.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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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노인의 경우 고혈압이나 당뇨와 같은 노인성 만성질환으로 음식 섭취에 

조심해야 한다. 노인의 건강을 위해 공동급식시설에서도 저염식과 같은 건강한 

식사가 제공되어야 한다. 거주공간과 식사를 마을에서 제공받는다면, 기능장애 

노인은 마을을 떠나지 않고 충분히 돌봄을 받으며 생활할 수 있을 것이다.

작은 목욕탕은 초기 시설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고, 유지 관리를 위한 인력지

원을 고려해야 한다. 목욕탕은 기능장애 노인이 스스로 목욕을 하기 힘들기 때

문에 필요한 서비스 시설이다. 작은 목욕탕과 비슷하게 목욕차량 서비스를 확

대하고 노인복지관에서 운영을 하여 면 지역 기능장애 노인에게도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공동시설지원 사업 외에도, 농촌지역의 유휴 시설 활용하여 주간보호센터로 

이용하는 방안도 있다. 주간보호는 기능장애 노인의 이용 만족도가 높지만, 농

촌지역에서 확장되지 못한 서비스이다. 주간보호센터는 신체적인 건강악화와 

치매 등 인지능력 저하로 인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농촌노인이 안전하

게 일상생활을 영위해 갈 수 있도록 해준다.

기능장애 노인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제공되는 근거리 서비스는 이들이 스스

로 안전하게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근거리 서비스는 기능장애 노

인들이 사회적 관계를 지속함으로써, 신체적 정신적 건강 악화를 예방하고, 지

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중요하다.



제6 장

요약 및 결론

1. 연구 요약

이 연구에서는 기능장애 농촌노인의 의료 복지서비스 이용 실태를 파악하

고, 서비스 제공자 초점집단면접과 설문조사를 통해 의료 복지서비스 전달 문

제점을 파악하였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기능장애 노인을 위한 농촌지역 의료

복지서비스 전달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제2장에서는 전국 단위 데이터 분석을 통해 농촌노인의 건강과 의료 복지서

비스 이용 실태를 살펴보았다. 배우자가 없거나, 독거노인이며 학력이 낮을수

록 기능장애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노인 중 6.9%가 기본적 일상생활활

동 기능장애가 있었고, 21.6%가 도구적 일상생활활동에 기능장애가 있었다. 농

촌노인 중 22%가 기본적 일상생활활동이나 도구적 일상생활활동에 장애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노인은 1개월간 평균 2.5회 병(의)원을 방문하고, 방

문하지 않은 비율도 19.0%였다. 재가서비스인 방문가정, 간병, 목욕지원이 

13.8%로 가장 높았고, 식사배달지원이 2.5%로 가장 낮았다(한국복지패널 

2015). 농촌노인이 제공받는 노인복지서비스 중 기초노령연금이 67.3%로 가장 

높았고 장기요양보험제도가 5.7%로 가장 낮았다(농어업인 복지실태조사 

2013). 실태조사 통계에서 복지패널의 재가서비스가 복지실태조사의 장기요양

보험제도보다 높게 나온 것은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외에 지자체 등에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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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재가서비스가 포함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노인복지서비스의 만족

도는 높지만, 이용률은 높지 않았다.

제3장에서는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을 통해 기능장애 농촌노인의 건강과 서비

스 이용 실태 및 문제점, 서비스 제공자의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응답자 중 기

능장애 농촌노인은 학력이 낮고, 직업이 없으며, 소득이 낮았다. 기능장애 노인

은 주관적 건강이 부정적이며, 관절염과 고혈압이 있는 노인이 많았다. 또한 도

구적 일상생활활동 기능장애 노인의 25.0%와 기본적 일상생활활동 기능장애 

노인의 29.3%가 상담이 필요한 심한 우울증상이 있었다. 기능장애 노인들은 

신체건강뿐만 아니라 정신건강을 위한 서비스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병

(의)원은 기본적 일상생활활동 기능장애 노인이 월간 3.9회, 도구적 기능장애 

노인이 2.2회 방문으로 기능장애가 없는 노인 1.4회보다 많이 방문했다. 기본적 

일상생활활동 노인의 15.5%는 한 번도 병(의)원을 방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

나 의료 서비스 접근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보인다. 보건소는 주로 혈압을 재

거나 감기치료 등 가벼운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능장애 노인, 특히 기본적 일상생활활동 기능장애 노인의 의료 복지서비스 

인지도가 낮았고, 재가서비스와 지역사회복지서비스 이용률이 높지 않은 것으

로 나타났다. 기능장애 노인이 의료 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거동 불편과 교통 불편이 가장 큰 원인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 경제적 

부담과 필요한 서비스 부재 등이 원인으로 나타났다. 큰 차이는 아니지만, 면 

지역 기능장애 노인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더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 제공자 역시 서비스 제공의 어려움으로 교통 불편과 같은 낮은 서비스 

접근성을 이유로 들었고, 그 외 서비스 제공 인력문제와 낮은 의료 서비스 질,

서비스 간 연계 부족, 부양의무자 연계로 인한 서비스 자격 미달, 이용자의 자

부담 등을 이유로 들었다.

제4장에서는 기능장애 농촌노인 관련 정책을 살펴보았다. 돌봄정책으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돌봄서비스가 있으며, 노인 건강검진사업, 노인건강증

진 사업 등이 있다. 기타 정책으로 농촌고령자 공동시설지원과 농촌형 교통모

델 발굴사업이 있다. 관련정책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헙제도와 노인돌봄서비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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넓은 사각지대가 있으며, 장기요양보험의 자부담을 경제적 부담으로 느끼는 것

이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또한 각종 정책과 서비스에 대한 낮은 인지도 역시 

문제로 들 수 있다. 건강검진 사업의 경우 지역사회에 맞는 통합건강증진사업

이 부족하고, 관련 사업기관 간 연계 및 협력이 부족하였다.

제5장에서는 기능장애 농촌노인의 의료 복지서비스 이용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개선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였다. 개선 방향으로는 지역화와 서비스 

연계를 제시하였다. 기능장애 농촌노인의 서비스 이용 어려움을 개선할 과제로

는 지역 단위 조정 센터, 의료 복지 및 재가서비스 연계, 경로당의 작은 복지관 

전환, 농촌형 교통 확대 및 제한 완화, 공동생활 지원 확대를 제시했다.

기능장애 농촌노인들은 서비스 부족과 교통의 열악한 환경을 지닌 농촌 환

경 특성, 농촌의 서비스 제공자의 인력부족과 서비스 질의 문제, 거동이 불편하

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가진 기능장애 농촌노인이라는 신체적 사회적 특성으

로 인한 의료 복지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가중된다. 이 연구에서 조사된 기능

장애 농촌노인의 서비스 이용 어려움과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제시한 정책방안

과의 관계는 <표 6-1>과 같다.

구분 문제점 제안 정책

농촌환경 측면 교통 불편, 서비스 부족
경로당의 작은 복지관화, 농촌형 교통 확대, 지역단위 

사업관리, 공동생활지원, 주간보호센터

서비스 이용자 측면
거동 불편, 경제적 부담, 

정보 부족(비인지도), 

경로당의 작은 복지관화, 농촌형 교통 확대, 

공동생활지원

서비스 제공자 측면
인력 부족, 낮은 서비스 질, 

연계 부족(서비스 단절), 서비스 중복,
의료･복지서비스 연계

정책 측면
넓은 사각지대, 낮은 서비스 인지도, 

기능장애 농촌노인 특화 사업 부재

경로당의 작은 복지관화, 의료･복지서비스 연계, 

농촌형 교통 확대, 주간보호센터

<표 6-1> 기능장애 농촌노인 서비스 이용 문제점과 정책

경로당의 작은 복지관 전환 정책은 교통 불편 해소와 서비스 부족의 문제점

을 감소시킬 수 있다. 이 정책은 기능장애 농촌노인 거주 지역에서 최소한의 

서비스가 제공되어 서비스 부족을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다. 작은 복지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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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지사는 다른기관과 연계를 통해 필요한 서비스가 지역에 전달될 수 있도

록 한다. 사회복지사가 정기적으로 서비스를 전달하기 때문에 다양한 의료 복

지서비스에 대한 정보 부족이나 낮은 서비스 인지도로 인한 기능장애 농촌노

인의 서비스 이용 장애가 크게 완화될 수 있다.

농촌형 교통 확대는 원거리 서비스 이용을 위한 교통 불편을 해소할 수 있

다. 농촌형 택시의 이용 횟수를 늘려 의료서비스 이용 욕구가 높은 기능장애 

농촌노인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 저가의 농촌형 택시의 경우 의

료서비스 이용을 위해 지출해야 하는 교통비 부담을 완화시켜줄 수 있다. 또한 

버스 정류장과의 거리 제한을 완화하여 거동이 불편한 보다 많은 기능장애 노

인들이 이용할 수 있다.

의료와 복지서비스 그리고 재가서비스의 연계를 통해 기존의 서비스를 이용

하여 서비스 이용자가 받는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연계서비스는 복

합적인 도움이 필요한 기능장애 노인의 포괄적인 필요에 따른 다양한 서비스

를 제공하기 때문에 서비스 질이 향상된다. 서비스 연계는 새로운 서비스를 개

발 전달하여 서비스 부재로 인한 단절을 감소시킬 수 있다. 또한, 서비스 연계

를 통한 정보교환은 서비스 중복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다. 공동생활 지

원 사업의 확대는 서비스가 기능장애 농촌노인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제공되기 

때문에 접근성이 높아지고, 서비스 비인지도가 개선될 수 있다. 하지만, 공동체

를 훼손하지 않게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

제시된 정책에서 해소하지 못하는 문제점은 서비스 부족, 낮은 서비스 질과 

인력 부족, 기능장애 농촌노인의 낮은 경제 상태이다. 기능장애 농촌노인의 경

제 상태로 인한 서비스 이용 부담은 보호자 연계를 개선하여 서비스 수혜범위

를 확대하여야 한다. 서비스 부족은 경로당의 작은 복지관 전환과 서비스 연계

를 통해 일정 부분 해소될 수 있지만, 질 좋은 의료서비스 부족은 정책적으로 

의료기관의 인력충원과 시설지원을 통해 개선해야 한다. 특히 전문적으로 훈련

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학생유입 활동과 농촌 서비스 전달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에서는 다루지 않았지만, 미국과 일본에서 시도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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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을 통한 돌봄도 본격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예로 일본은 로봇을 통한 노인

돌봄을 시도하고 있고, 미국은 인터넷과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한 다양한 노인의 

건강관리 시도를 하고 있다. 우리 역시 기술을 통한 농촌의 지역적 한계를 극

복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2. 결론 

농촌사회의 초고령 사회 진입은 노인돌봄을 농촌사회의 화두로 올려놓았다.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농촌에서는 고령인구 비율이 점점 늘어나며, 기능장애 

노인 역시 늘어나 고령인구의 건강이 중요하게 되었다. 특히 독거노인 또는 노

인부부 가구가 증가하는 농촌에서 돌볼 가족이 없는 기능장애 노인은 다양한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기능장애 노인은 증가할 것

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들의 의료 복지서비스 이용과 문제점을 살펴보는 것

이 중요하다. 또한 도시에 비해 사회 서비스가 부족한 농촌지역에서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에게 적절한 서비스가 효율적으로 제공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기

능장애 농촌노인의 서비스 이용 문제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건강상 어려움이 있는 기능장애 농촌노인돌봄의 실태와 서비스 이용의 문제

점을 살펴보기 위해, 이 연구에서는 기능장애 농촌노인의 재가 및 지역사회에

서 제공하는 다양한 의료 복지서비스 이용과 서비스 제공자의 서비스 제공 실

태 및 문제점을 조사하였다. 신체 정신 건강이 나쁜 기능장애 농촌노인이 지역

사회에 지속적으로 거주하며 독립적으로 생활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재가 및 지

역사회 서비스가 필요하다. 하지만, 농촌의 지역적 특성과 기능장애 노인의 건

강상 특성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능장애 농촌노인이 서비스 이용의 문제점은 주로 농촌지역의 낮은 서비스 

접근성에 기인한다. 구체적으로 농촌이 특성상 교통 불편과 서비스 부재, 서비

스 전달체계상 서비스 중복과 서비스 사각지대, 서비스에 대한 낮은 인지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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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장애 농촌노인의 이동의 불편함과 낮은 경제 상태 등이 기능장애 농초노인

의 서비스 접근성을 낮춘다.

이동에 불편함이 있는 기능장애 농촌노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서비스가 농촌노인 거주지까지 제공되어 이동거리를 줄이거나, 기능장애 노인

이 서비스 제공기관까지 이동할 수 있도록 이동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또

한 서비스가 기능장애 농촌노인에게 효율적으로 제공되기 위해서는 서비스의 

중복과 단절을 개선해주는 통합적인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경로당을 이용한 서비스 제공, 공동생활지원 확대를 통해 기능장애 농촌노인의 

거주 지역에 서비스가 제공되는 방안을 정책과제로 제시했다. 또한 기능장애 

노인의 이동을 돕기 위해 농촌형 교통 확대를 제안했으며 농촌지역의 자원을 

활용하여 서비스 질을 높이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단위 서

비스 사업 조정과 의료 복지 재가서비스 연계를 통한 기존 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을 제안했다.

이 연구에서 제안한 방안은 기존의 사업자 또는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

에서 기능장애 농촌노인의 개별적 욕구에 맞춘 사람 중심의 효율적인 서비스

를 제공하도록 방향을 정하는 것이다. 현재 많은 복지 사업과 서비스들이 찾아

가는 서비스, 맞춤 서비스라는 명칭으로 개별 서비스 이용자의 욕구에 맞추려

는 노력을 하고 있듯이, 기능장애 농촌노인에게도 개별적인 욕구에 맞는 사람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해, 이들이 지역사회에서 스스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연구는 기능장애 농촌노인을 대상으로 했고, 이에 적합한 정책을 제안

하였지만, 기능장애가 없는 농촌노인들이 기능장애를 경험하게 되는 것은 시간

문제이기 때문에 기능장애 또한 농촌노인뿐만 아니라 농촌노인의 돌봄, 건강 

관련 서비스 전반에도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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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노인 의료 복지서비스 실태조사 설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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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노인 의료･복지서비스 제공자 조사 설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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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 연구자에 대한 소개

• 면담조사의 목적과 내용, 조사 중간에 철회 가능함 등에 대한 설명

• 면담조사 진행방법 설명

   - 응답내용 녹음에 대한 동의

   - 비밀보장 설명

   - 답례품에 대한 설명: 인터뷰 시작 전 미리 정보를 드리고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임

   - 응답자 1명당 인터뷰 시간은 30분 내외로 진행

성별 ① 남자       ② 여자

연령 만 (       )세

학력
① 무학 ② 중학교 졸업 이하 ③ 고등학교 졸업 이하 

④ 대학 및 전문대학 졸업 이상

혼인상태 ① 기혼 ② 동거 ③ 사별 ④ 이혼 ⑤ 별거 ⑥ 미혼 

가구형태 ① 단독(1인) ② 부부 ③ 자녀동거 ④ 기타

주소(마을 까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부록 3

심층 면접조사 질문지

Ⅰ. 도입

Ⅱ. 응답자 일반적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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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농촌

기능장애

노인의

심리

사회적

특성

사회적 지지

• 귀하는 한 달에 적어도 한 번 이상 편하게 만나거나 연락하는 가족

(친척), 친구들이 몇 명입니까?

• 귀하는 어려움이 생겼을 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가족(친척), 친구들

이 있습니까?

정신건강
• 귀하는 평소 기분이 우울하고 희망이 없다고 느껴지거나, 식욕이 없

었던 적이 있습니까?

사회참여

• 귀하는 평소 노인정(경로당), 복지관, 자원봉사단체, 종교단체 등에서 

수행할 수 있는 활동들(ex: 사교활동, 등산, 예술활동, 낚시, 여행, 자

원봉사 등)에 참여하시는 편입니까?

기본적 일상생활 

수행능력(ADL, IADL)

대상자 선정조건:

*㉮에서 ㉲항목 

중에서 ②번 또는 

③번의 응답이 

1번이라도 응답되는 

경우

or 

**㉳에서 ㉺항목 중

에서 ②번 또는 ③번

의 응답이 최소 3번 

이상 나오는 경우

→ 인터뷰 시작

항목 자립정도

㉮ 잠자리에 누웠다가 일어나기 ①완전자립 ②부분도움 ③완전도움

㉯ 목욕하기 ①완전자립 ②부분도움 ③완전도움

㉰ 옷 갈아입기 ①완전자립 ②부분도움 ③완전도움

㉱ 식사하기 ①완전자립 ②부분도움 ③완전도움

㉲ 화장실 이용하기 ①완전자립 ②부분도움 ③완전도움

㉳ 버스나 전철 타기 ①완전자립 ②부분도움 ③완전도움

㉴ 세탁, 청소하기 ①완전자립 ②부분도움 ③완전도움

㉵ 가게에서 물건사기, 장보기 ①완전자립 ②부분도움 ③완전도움

㉶ 약 먹기 ①완전자립 ②부분도움 ③완전도움

㉷ 혼자서 은행, 우 체국 등에
서 일처리, 돈 관리하기

①완전자립 ②부분도움 ③완전도움

㉸ 전화사용하기 ①완전자립 ②부분도움 ③완전도움

㉹ 식사준비하기 ①완전자립 ②부분도움 ③완전도움

㉺ 몸단장하기
(빗질, 화장, 면도 등)

①완전자립 ②부분도움 ③완전도움

Ⅲ. 인터뷰 질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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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기능장애

노인의

의료∙

복지

서비스

이용실태

서비스

인지도

일반

• 귀하는 노인의 소득보장을 위한 관련 서비스를 알거나 이용해본 경험

이 있습니까?

  (ex: 기초연금, 노인취업알선센터, 노인시니어클럽, 노인일자리사업 등)

• 귀하는 현재에도 소득보장 관련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까?

• 귀하는 노인의 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해 알거나 이용해본 경험이 있습니까?

  (ex: 노인요양병원, 노인요양시설, 방문간호/요양/목욕, 주야간보호시설 등)

• 귀하는 현재에도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까?

• 귀하는 노인의 여가생활을 위한 관련 서비스를 알거나 이용해본 경험

이 있습니까?

  (ex: 노인대학,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우대할인제도 등) 

• 귀하는 현재에도 여가생활 관련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까?

• 귀하는 일상생활을 도와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는 경우 도움을 

주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ex: 배우자, 자녀, 며느리/사위, 형제자매, 

손자녀, 활동보조인, 요양보호사 등) 

의료∙

복지

• 귀하는 현재 기능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발생하는 일상생활의 장애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역사회 내 읍면사무소, 보건소, 노

인요양시설, 치매상담센터 등의 의료∙복지서비스를 알고 있거나 이용

해본 경험이 있습니까? (ex: 장기요양서비스, 돌봄서비스, 종합돌봄서

비스, 기본돌봄서비스 등 아래 예시내용 참조)

• 귀하는 현재 농촌에 거주하면서 일상생활 기능장애를 완화시킬 수 있

는 다양한 의료∙복지서비스 정보를 쉽게 접하는 편입니까? 만일 그렇

지 않다면 이유는 무엇입니까?

• 귀하는 보건소(지소)의 건강 또는 운동 프로그램을 이용해본 경험이 

있습니까?

• 귀하는 경로당에서 시청 또는 군청에서 지원하는 문해교육(한글교육)

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 귀하는 현재 기능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발생하는 일상생활의 장애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역사회 내 읍면사무소, 복지관, 경

로당 등의 복지서비스를 알고 있거나 이용해본 경험이 있습니까? (ex: 

무료급식, 식사배달, 가사지원서비스 등)

• 만일 위에서 제시된 다양한 서비스 내용들을 알고 계셨다면, 해당 정

보를 어디로부터 얻으셨습니까? (ex: 가족(친척), 친구, 이웃, 읍면사무

소, 복지관, 경로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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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기능장애

노인의

의료∙

복지

서비스

이용실태

서비스

접근성

• 귀하는 현재 거주지에서 의료∙복지서비스를 이용하실 때 주로 이용하

시는 교통수단은 무엇입니까? (ex: 도보, 버스, 택시, 자가용, 오토바

이, 자전거 등)

• 귀하가 의료∙복지서비스 제공기관(ex: 보건소, 병의원, 경로당, 읍면사

무소, 복지관, 노인요양시설 등)을 이용하는데 소요되는 왕복시간은 

얼마입니까? 

• 귀하가 평소 외출할 때 이용하는 교통수단의 가장 불편한 점은 무엇

입니까? (ex: 교통수단 부족, 대중교통 타고 내리기, 도로 위험 등)

미충족 욕구

• 귀하는 일상생활 장애 때문에 발생하는 욕구(어려움)를 충분히 해결할 

만큼의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귀하가 가진 일상생활 장애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서비스 

내용은 구체적으로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농촌지역에서 의료∙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데 가장 불편한 점은 무엇

입니까? (cf. 서비스 전달체계 차원에서)

• 농촌지역에서 일상생활 수행의 장애를 겪고 있는 노인들의 문제가 해

결되기 위해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ex: 교통 편의성 및 접근성 강화, 서비스 수요 대비 공급 확대, 농촌

지역의 특수성 반영)  

기타 의견

IV. [면접노인 요약 분석]

○ 기능장애(예: 화장실 이용에 도움 필요)

○ 받고 있는 서비스: 서비스 유형, 서비스 공급주체, 서비스 충분성 및 만족도

○ 받고 싶은 서비스 및 욕구: 서비스 유형, 이용하지 못한 장애요인

○ 가족 등의 비공식적지지 내용

※ 노인돌봄서비스 및 의료서비스 예시

노인

돌봄

서비스

방문

서비스

- 신변∙활동지원: 식사도움, 세면도움, 옷 갈아입히기, 구강관리,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화장실 이

용도움, 외출동행, 목욕보조 등

- 가사∙일상생활지원: 취사, 생활필수품 구매, 청소, 세탁 등

주간보호

서비스

- 심신기능회복서비스: 여가생활 서비스, 기능훈련(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등

- 급식 및 목욕서비스

- 노인 가족에 대한 교육 및 상담

- 송영 서비스

단기가사

서비스

- 신변∙활동지원: 식사도움, 옷 갈아입히기, 외출동행 등

- 가사∙일상생활지원: 취사, 생활필수품 구매, 청소, 세탁 등

의료서비스
- 노인건강관리 교육, 노인건강진단(만 65세 이상 의료수급권자), 치매검진, 치매치료관리비 지

원, 치매노인 및 치매노인가족 지원용품(목욕, 보행, 치료 및 운동 등 보조용품), 치매예방교육 



145

참고 문헌

강혜규. 2014. “복지 전달체계: 통섭적 인식, 실천의 모색.” �사회정책연합 공동학술대회 자

료집�.

김기수 오인근 오미애 주은주 김현진. 2014. �2014년 대전광역시 노인실태조사�. 대전복

지재단.

김승근 도현학 변경화 서재형. 2016. �농촌고령자 공동시설지원 시범사업 성과평가 연구�.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김지미. 2016.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체계의 변화과정에 관한 연구: 노인돌봄의 다원화와 정

부의 역할을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연구� 17(4): 111-134.

김태완 이태진 신현웅 윤상용 최현수 김동진 김문길 양시현 윤강재 윤시몬 김상욱 우선

희 전지현. 2009. �농어촌 보건복지실태조사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노길희 김창기. 2008. “농촌지역 노인 보건 복지서비스 연계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

구.” �한국지역사회복지학� 27: 235-258.

농림축산식품부. 2015. “농촌형 교통모델 ‘15년 신규지원 6개 사업 선정.” 2016. 3. 24. 보도

자료.

. 2016 농촌고령자 공동시설지원 시범사업 성과평가 연구.

. 2016a. “‘행복나눔이’ 식생활교육 나눔이로 거듭난다!” 2016. 6. 16. 보도자료.

. 2016b. “농업 농촌에 활력과 농촌주민에게 생기를 주다.” 2016. 8. 31. 보도자료.

. 2016c “농촌형 교통모델 발굴사업 개선방안 온라인 정책토론 추진계획.” 2016. 7.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과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2014. “더 이상 노인 고독사는 안돼! 함께 살고, 친구하자!”

2014. 4. 4. 보도자료.

문정주 이기환 이태호 이흥훈 곽미영 임준 정백근. 2013. �의료취약지 도출에 따른 거점

의료기관 모델 및 관리방안 연구�. 국립중앙의료원

박대식 최경환 윤병석. 2009. �농어촌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추진실태와 개선방안�. 한

국농촌경제연구원.

변영우. 2010. “농촌지역의 재가서비스 이용실태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 �사회보장연

구�. 26(3): 283-308.

보건복지부. 2014. �2014년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안내�.

. 2016a. �보건복지 70년사: 가난의 시대에서 복지사회로�.



146

. 2016b. �2016 노인복지시설 현황�.

. 2016c. �2015 보건복지백서�.

. 2017a. �2017년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Ⅰ)�.

. 2017b. �2017년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Ⅱ)�.

. 2017c.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 가이드북(본책)�.

. 2017d. �2017년도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안내�.

. 2017e. �2017년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사업안내�.

선우덕 강은나 이윤경 김지미 최인덕 양찬미. 2015. �노인돌봄(케어)서비스의 제공주체간 

역할정립과 연계체계 구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우덕 오지선. 2008. �고령화심화 농촌지역 노인의 생활기능자립을 위한 보건복지지원체

계 구축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우덕 이소영 김동진 김철웅 윤종률 남효정. 2014. �노인 보건사업의 현황과 개선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성주인 마상진 조미형 엄진영 최용욱. 2014.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계획 심층평가�. 한국

농촌경제연구원

송현종. 2015. “지역사회 재가 노인의 기능장애 위험요인.” �보건교육 건강증진학회지�

32(3): 109-120.

전주시. 2017. “모심택시가 농촌마을 어르신을 모시러 갑니다!” 2017. 4. 12. 보도자료.

엄진영. 2015. �농촌주민의 보건복지서비스 연계의 경제적 효과 분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오영란. 2016. “일본 노인장기요양서비스정책의 분석과 시사점: 지역포괄케어를 중심으로.”

�노인복지연구� 71(4): 143-176.

오영희. 2015. “노인의 건강실태와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자료집�. p. 223. 한국보건사

회연구원.

윤성주. 2013. “노인장기요양보험 현황 및 향후과제.” �재정포럼 2013�. p. 8.

이규식 정형선 황성완 최대봉 최보영 김희년 박신후. 2017. �고령사회를 대비한 노인의료

비 효율적 관리방안�. 국민건강보험공단 (사)건강복지정책연구원.

이윤경 염주희 이선희. 2013. �고령화 대응 노인복지서비스 수요전망과 공급체계 개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재정 이민홍 최윤정. 2015. �부산시 노인실태 및 정책체감도 조사�. 부산복지개발원.

전동덕 류소연 한미아 박종. 2013. “도시와 농촌지역 노인의 건강행태 및 건강수준 비교.”

�지역보건� 38(3): 182-194.

정경희 강은나 이윤경 황남희 양찬미. 2016. �노인복지정책 진단과 발전 전략 모색�. 한국

보건사회연구원.



147

정경희 오영희 강은나 김재호 선우덕 오미애 이윤경 황남희 김경래 오신휘 박보미 신현

구 이금룡. 2014. �2014년도 노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도채 심재헌. 2017. “늘어나는 곳과 줄어드는 곳, 농촌인구와 농촌개발과제.” �농업전망

2017�.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조미형 박대식 최용욱. 2013. �농촌노인의 건강관리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

원.

조우홍. 2010. “노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관리의 효율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과 일본의 

노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비교분석.” �아시아연구� 13(2): 13-165

조추용. 2014. “일본의 지역포괄지원시스템 운영과 케어매니지먼트.” �사회과학연구�. 23:

66-97.

채은희 이효영. 2006. “농촌노인의 건강 및 보건복지 욕구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26(4): 681-700.

피디언. 2017. 2. 27. “화순 100원 택시, 10만명 이용 효자.”

<http://www.pedien.com/news/articleView.html?idxno=62185>. 검색일 2017. 4. 28.

한겨레 2017. 5. 10. “이낙연 총리 지명자, 전남도정 일처리 어땠을까.”

<http://www.hani.co.kr/arti/PRINT/794239.html>. 검색일 2017. 5. 13.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 �2014 노인실태조사�.

황도경 신영석 이윤경 최병호 김찬우 박금령 김은아. 2016. �노인 의료와 요양 서비스 수

요 분석 및 공급체계 다양화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American Association of Retired Persons(AARP). 2000. “Fixing to stay: A national survey

on housing and home modification issues.” <http://assets.aarp.org/rgcen-

ter/il/home_mod.pdf>. 2017 4. 28.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CDC). 2013. “Long-Term Care Services in the

United States: 2013 Overview.” <https://www.cdc.gov/nchs/data/nsltcp/long_term_

care_services_2013.pdf>. 2017. 4. 28.

Diamant, A. L., Hays, R. D., Morales, L. S., Ford, W., Calmes, D., Asch, S., & Sumner,

G. .2004. Delays and unmet need for health care among adult primary care patients

in a restructured urban public health system.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94(5), 783-789.

Forsman, A. K., Herberts, C., Nyqvist, F., Wahlbeck, K., & Schierenbeck, I. 2013.

“Understanding the role of social capital for mental well being among older adults.”

Ageing & Society 33(05): 804-825.



148

Gross, D. L., Temkin-Greener., L, Kunitz S., & Mukamel, D. B. 2004. “The Growing pains

of integrated health care for the elderly: Lessons from the expansion of PACE.” The

Milbank Quartely 82(2): 257-282.

Lee, E.-K.O., & Kim, J. 2013. “Physical and Social Activities of Older Adults With

Functional Limitations.” Activities, Adaptation & Aging 37(2): 99-120.

Li, H. 2006. “Unmet needs for supportive services: A comparison of rural and urban older

adults.” Journal of social service research 32(3): pp.19-39.

Li, H. 2006. “Rural Older Adults' Access Barriersto In-Home and Community-Based

Services.” Social Work Research 30(2): 109-118. doi: 10.1093/swr/30.2.109

Mahmoudi, E., & Meade, M. A. 2015. “Disparities in access to health care among adults

with physical disabilities: analysis of a representative national sample for a ten-year

period.” Disability and health journal 8(2): 182-190.

Medicare. 2016. “PACE.” <https://www.medicare.gov/your-medicare-costs/help-paying-

costs/pace/pace.html> 2017. 4. 28.

Newsom, J.T., & Schulz,R. 1996. “Social Support as a Mediator in the Relation Between

Functional Status and Quality of Life in Older Adults.” Psychology & Aging 11(1):

34-44.

Roehrig,B., Hoeffken, K., Pientka, L., & Wedding, U. 2007. “How many and which items

of activities of daily living(ADL) and instrumental activities of daily living(ASDL)

are necessary for screening.” Hematology 62(2): 164-171.

Sands, L.P., Wang, Y., McCabe, G.P., Jennings, K., Eng, C., & Covinsky, K.E. 2006.

“Rates of Acute Care Admissions for Frail Older People Living with Met Versus

Unmet Activity of Daily Living Needs.” Journal of the American Geriatrics

Society, 54(2): 339-344.

Sok An. 2015. Use of home- and community- based services by older adults with different

racial and ethnic backgrounds. �노인복지연구�. 70: 149-167

Tennstedt, S. L., Chang, B.-H., & Delgado, M. 1998. “Patterns of long-term care: A com-

parison of Puerto Rican, African-American, and non-Latino White elders.” Journal

of Gerontological Social Work 30(1-2): 179-199.




	표지
	머리말
	요약
	ABSTRACT
	차례
	제1장 서 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범위와 내용
	3. 선행연구 검토
	4. 연구방법

	제2장 농촌노인의 건강 및 의료·복지서비스 실태 
	1. 개요
	2. 농촌노인의 건강 상태
	3. 농촌노인의 의료 복지서비스 이용 실태
	4. 소결

	제3장 기능장애 농촌노인의 의료·복지서비스 이용 및 공급
	1. 기능장애 농촌노인의 의료 복지서비스 이용 실태와 문제점
	2. 기능장애 농촌노인의 의료 복지서비스 공급 실태와 문제점
	3. 소결

	제4장 국내외 기능장애 농촌노인 관련 의료·복지서비스 정책
	1. 국내 기능장애 노인 의료·복지서비스 정책의 현황
	2. 국내 관련 정책의 문제점
	3. 해외 노인돌봄 정책사례
	4. 소결

	제5장 기능장애 농촌노인의 의료·복지서비스 개선방향 
	1. 의료·복지서비스 개선방향
	2. 정책과제

	제6장 요약 및 결론
	1. 연구 요약
	2. 결론

	부록1 노인 의료·복지서비스 실태조사 설문지 
	부록2 노인 의료･복지서비스 제공자 조사 설문지 
	부록3 심층 면접조사 질문지 
	참고 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