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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노인보호 프로그램에 대한 유럽국가정책 비교연구는 최근 발표된 연구자료와 문헌을 기초
로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인용하고 있는 유럽 6개국(독일, 스페인, 이태리, 프랑스, 영국과 스웨
덴)의 시스템 비교 연구는 사례연구의 결과물로서, 각국의 노인 관련 공공기관(public authorities)
의 반응을 분석한 내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케어 유형과 이용자의 재정적인 분담(financial

contribution)을 결정하는 노인보호 프로그램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접근은 우리들에게 허약
노인에게 주어지는 재정적인 원조와 서비스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공해 줄 뿐만 아니라, 허
약노인 문제에서 나타나는 공공기관이 직면한 어려움과 여러 국가에서 조직화된 국가 케어 시스
템들을 명백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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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각국의 노인 보호 프로그램과 계획
허약노인에 대한 유럽 사회정책의 비교연구는 사용자에 대한 개개인의 인권이 아니라,
체계와 이행에 초점을 두고 있다. 본 연구는 2001년 유럽 연합 6개 국가 — 독일, 스페인, 이
태리, 프랑스, 영국, 스웨덴 등 — 의 사례연구(Bihan and Martin, 2006)를 기초로 하여, 공공
영역에서의 보호 프로그램을 비교분석하였다. 각각의 경우에 의존과 관련된 보호 패케지에
관심을 두었는데, 케어 패케지의 개념에는 가정의 허드렛일 보조는 물론 요구되는 사적 의
료적 보호 및 체계와 사용자의 재정적 분담, 요구된 케어 유형(방문간호와 재가보호)을 결정
하는 ‘보호 계획(care plan)’ 등이 포함되어 있다.
노인 care 형태는 지난 30여년에 거쳐 유럽 전역에서 증진되어왔다. 그 이유는, 혼자 사
는 노인이 점점 많아지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 더 많아지기 때문이다. 또한 가족과
국가에 부담이 되는 노인증가와 더불어, 전업주부의 감소, 보호(care)의 임금노동 증가, 사회
적 핵가족화(atomisation) 및 효도(filial piety) 감소의 영향이기도 하다. 어떤 학자는 세대 간
결속이 사라지지 않고 그것이 변화되어온 형태(징후, manifestations)라고 주장한다(Sundstrom &

Johansson, 2005).
이러한 요인들이 북부 현대 복지국가들에서 절정에 이르고 있다. 많은 복지국가에서 공적
소비가 확대되면서 세금 증가 추세가 극에 도달하였다. 공공서비스를 보다 줄이려는 국가들
은 보다 많은 경제적인 지원과 연금 등에 초점을 두는 경향이 있다. 유럽 국가들은 법적 맥
락에서 국가별 차이가 있다. 몇몇 국가에서는 법적으로 세대간 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덴마
크와 같은 다른 나라들은 이러한 규제가 없거나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와 같은 나라들은
이를 폐지하였다. 예를 들면, 독인 프랑스 등은 아직도 그러한 제도가 있지만, 그들에게 제
도적인 보호(care)가 선택적으로 제공되는 것 같다. 법적 인구학적으로 노인에 대한 시스템이
각각인 유럽 국가들 비교는, 우리들에게 보호(care)의 패턴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허약 노인 보호를 위해 구축된 각국의 보호 서비스의 조직을 보면, 영국은 지방 차원

(local county authorities)에서 관리되고, 스웨덴과 이태리, 독일, 스페인에서는 지방자치제
(municipalities)에서, 프랑스는 공공부서(departmental authorities, Conseil général) 차원에서 조
직되고 있다. 그러나 독일은 1994년 이후 국가적으로 장기요양보호체계(long-term health care

system)가 구축되어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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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현금 급여(benefit) 설계 비교(A comparison of cash benefit schemes)
자금조달
(financing)
이태리

중앙행정(과세)

이태리

지역과 지방분산

영 국

국가 급여(benefit)

수익자
(Beneficiaries)

목 표
(Objectives)

총 량
(Amount)

의존적인 사람들

보호 서비스의 자
금 조달 혹은 보상

월 400유로(1유로
= 1200원 정도)

의존적인 사람
일정한 소득 수준
이하

보호 서비스의 자
금 조달 혹은 보상
시설설비비용 절감

지역 권한의 자유 지 방
재량

care를 필요로 하
는 65세 이상 환
자나 장애노인

기본 급여(benefit)
(소득 보장과 퇴직
연금)에 추가

밤과 낮을 포함 월
328유로
밤 또는 낮 care 월
220유로

참여수당/환자 보
호자를 위한 간호
수당지급

65세 이상 몸이 불
편한 사람과, 2000
년 2월 65세 이상
노인

1996년 제정된 ‘지
역사회 보호 직접
지급 행동 강령’에
의해 요구된 원조
에 자금 조달 현금
총량을 지자체 권
한으로 정함.

요구사정에 따름

직접 지불

공동지불원칙에 의
한 자원/소득에 비
례한 총량

영 국

지자체 권한

프랑스

지방의회

60세 이상 의존적인
노인(1인당 950유로,
부부당 1,590유로)

care plan 자금조달
을 위해 승인

프랑스

지방의회

60세 이상 의존적인
사람에게 지불 가능

-

독 일

기부자 기여

스페인

국가 급여(benefit)

스웨덴

국가 급여(benefit)

비 고
중 앙

-

APA, PSD

의존적인 노인

장기요양보험( 수발
보험)

수준 1 : 204유로
수준 2 : 409유로
수준 3 : 665유로

현금 급여로서의 수
발보험

의존적인 노인가족

의존적인 노인 케
어를 위한 가족 지
원

월 240유로에서 542
유로까지

-

가족 구성원

장기 케어 시스템

월 158유로에서 476
유로 사이

현금급여

유럽의 6개 국가에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들은 간호 보호, 개인 보호, 집안관리 도움,
거택간호로서 기술적인 원조, 수용시설(이태리 로마는 제외), 너싱 홈, 주간보호센터, 노인병
원, 그리고 영구적이거나 임시적인 수용을 위한 정신병동 등으로 거의 유사하다. 이들 국가
들은 필요한 서비스를 지불하기 위한 유용한 재정적인 원조를 하고 있다(표 1). 그러나 그러
한 원조는 동일한 체계를 가지고 있지 않다. 예를 들면, 프랑스에서는 보호 계획(care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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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에 PSD(Specific Dependence Allowance) — 2002년 이후에는 APA(Personalized autonomy

allowance)가 된 — 의 수치를 포함하고 있다.
스웨덴에서의 노인 보호 체계는 욕구 사정과 보호 프로그램을 계획, 서비스를 위한 재정
정비 등을 지방자치 수준에서 기본으로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그이외의 다른 나라에서는
보호 프로그램의 결정과 재정적 원조의 권한이 분리되어 있다. 예를 들면 영국에서는 함께
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상황에 대한 관리 전략과 서비스와 욕구 등의 사정을 요청할 권
리를 가진다. 두 번째 단계에서 지자체가 각각의 사례에 대한 재정 기여를 산출하여 신청자
의 재정 프로파일을 조사한다. 만약 요구자가 자격조건을 갖추고 있다면(Attendance Allowance

(표 1), 개인적 소득 사정이 포함된다. 유사한 경우, 이태리에서는 ‘추가 보상금(Supplementary
indemnity)’으로 수행되고 있다. 스페인에서는 자신의 집에서 지내고 있는 허약 노인의 가족
구성원에게 현금 급여(benefit)를 주는 접근을 하고 있는 반면, 독일에서는 현물 지급과 현금
지불 방식 중에서 선택하도록 탄력적인 운영을 하고 있다. 그러나 현금지급의 경우, 노인들
은 포괄적인 보호(care) 프로그램 자금을 조달할 수 없게 된다. 현물선택을 한 경우도 마찬가
지이다. 다른 한편, 노인들은 선택의 자율권을 갖는다.
영국은 커뮤니티케어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1990년 영국의 ｢국민건강서비스 및 커뮤니티
케어법(National Health Service and Community Care Act)｣의 이념은 정상화, 탈시설화, 서비
스의 개별화를 실현하는 것이고, 그 중심적 가치는 인간의 존엄을 유지하고 삶의 질 및 케
어의 질을 유지하며, 서비스 공급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이다. 사회서비스위원회(Councils with

Social Services Responsibilities, CSSRs)가 제공한 자료에 의하면, 2001년 9월부터 2005년 9
월 사이의 재택 보호 서비스는 질적인 향상으로 변화하여 왔다. 구체적으로, 보호서비스의
접촉 시간수는 24% 증가한 반면, 서비스를 받은 가구의 수는 7% 감소하였고, 2005년 가구
의 48%가 5시간 이상 홈케어와 6회 이상 방문을 받았다. 이는 2001년에 비해 39%증가한
수치이다. 단 1회 방문 홈 케어를 받은 가구 비율은 2001년 20%에서 2005년 15%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Health and Social Care Information centre, 2006). 1991년 이후 재가보호의
변화는 지방정부의 직접적인 서비스 제공기능을 축소하는 대신 민간부문의 역할을 강조하고
개별 노인의 욕구와 문제의 정도에 따라 탄력적인 각종 보호 조치를 취하는 방향으로 시행
되었다. 즉, 노인에 대해서 일정한 요건이 구비되면 재가보호의 대상으로 삼는 대신 소득조
사 후에 일정한 소득 수준 이상의 노인이 재가보호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노인에게
일정 부분 비용을 부담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그러나 재가보호서비스가 공공단체에서 민간
제공 서비스로 방향이 전환되어, 이용자부담이 고령자의 서비스 이용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는 지적이 있다(박광준, 2004:311).
프랑스의 재가보호서비스 행정체계는 의료와 사회복지의 구분이 명확하다. 중앙정부는 재
가보호서비스에서 가정간호 서비스 전달에 직접적인 책임을 가지고, 광역지방정부(department)
는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을 전적으로 담당한다. 그러나 실제로 재가보호서비스를 전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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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은 대부분 비영리기관이며, 영리기관이 재가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은 거의 없는 편이
다(Robbins, 1990; 황성철 외, 2003:37 재인용). 우선 가정봉사 서비스는 지역사회복지센터(Centre

Communal d’Action Sociale)와 비영리 민간기관에 의해서 제공되고 있다. 프랑스에서 노인들
이 재가보호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이러한 기관들에 신청서를 접수해야 한다. 이어서, 이들
기관은 개인의 욕구와 문제를 사정하고 구체적인 급여의 내용을 결정하고 저소득층 노인에
대해서는 사회부조 담당기관, 일반노인에 대해서는 노인연금금고에 재정보조를 신청한다. 이
들 기관이 제공하는 가정봉사 서비스에는 재가 식사 및 세탁서비스, 주택 경보 및 위급시
전화원조 서비스 등이 포함되어 있다. 지역사회복지센터(CCAS)와 비영리기관에 의해서 제공
되는 가정간호 서비스에는 개인적 서비스, 간호서비스 장비 지원, 수족병 치료, 그리고 물리
치료 등을 포함하며,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밖의 의료적 서비스도 제공된다.
독일의 재가보호정책은 의료보험체계 특히 질병보험 하에 있는 가정간호와 주로 사회부
조를 통해 지원되는 재가의 대상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로 엄격히 구별된다(Teaster, 1996; 황
성철외, 2003:37 재인용). 노인의 장기보호를 위한 별도의 의료보험이 1988년 제정된 의료서
비스개혁법률안(Health Service Reform Act)에 근거해서 1991년부터 시작, 1995년부터 재가
보호와 주간보호에 대해서도 국가에 의한 케어보험에 적용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독일의
재가보호 특징은 보충의 원리로서, 재가보호 대상자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은 가족에게 있다.
가족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대상자는 공공부문에서의 서비스가 보장되나 공공부분도 보험
이 우선이고 그 다음으로 지방정부 관할에 속하는 사회부조의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사
회부조법률에 의하면, 사회복지기관이 특정한 재가보호서비스를 제공하면 사회부조를 담당하
는 정부기관은 반드시 재정적인 지원을 해주도록 되어 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지방정부나
공동체가 직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재가보호서비스는 비영리 복지기
관에 의해 제공되고 있으며, 민간의 영리기관도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영리 추구 민간기관
이 재가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는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재가보호서비스는 정부
가 지원하는 비영리 복지기관인 지역사회보호센터(Sozialstationen)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지
역사회보호센터의 지역사회 간호사업은 특수요양, 기본 요양, 가정간호의 세부분으로 형성되
어 있다. 1991년부터 허약노인들은 한달에 25시간의 지역사회 간호서비스를 의료보험에서
받을 수 있거나 이를 대신하여 현금지원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Evers & Olk, 1991;
황성철 외, 2003:39). 1995년부터 시작된 케어보험(care insurance)에서도 노인들이 보호서비
스를 받거나 아니면 매달 현금을 받든지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지역사회보호센
터에 의해서 제공되는 다른 재가보호서비스에는 이동급식과 일상생활(ADL)에 필요한 장비
구입에 관한 대출 등이 포함된다. 지역사회보호센터는 상담, 조언, 노인 심리치료 등의 서비
스를 제공하고 있다.
네덜란드의 노인복지정책에서 뚜렷이 부각되는 부분은 1970년대와 1980년대 시설보호 하
에 있는 노인들의 수를 줄이는 것이었다. 그래서 노인복지정책에서 시설보호에 대한 대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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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재가보호의 확충과 개별노인들의 욕구에 부합되도록 비정형화되고 보다 양질의 기술적
지원이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정책기조가 채택되었다(황성철외, 2003:39-41). 1987년대
취해진 조치에서 괄목할 만한 것은 가정간호와 가정봉사 서비스를 조정 통합하여 양대 서비
스를 장기 케어 보험의 지원체계 하에 두고 서비스 제공기관 상호간의 협조와 조정이 가능
하도록 하였다. 네델란드에서의 재가복지정책 수립과 서비스 규정 제정에 관한 업무는 중앙,
광역, 지방 등의 정부기관으로 대표되는 등 공공부문에서 맡고 있으며, 실제로 서비스의 제
공은 각급 정부와 사회보험의 재원에서 지원되는 비영리기관인 민간부분이 맡고 있다. 이
국가에서 재가복지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은 일반의(GP)로서, 그들
은 재가노인의 의존성과 장애의 정도를 사정하고 적절한 서비스의 범위를 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가정간호에서 핵심적인 지역사회 정신건강간호사들은 지역 중심의 의료기관
에 의해 조직화되어 있다. 재가 식사 제공, 경보장치, 정보 제공 및 상담 서비스와 같은 다
른 재가보호서비스는 사회복지예산에서 지원되나 지방정부에 의해 규제와 감독의 대상이 되
는 노인을 위한 통합적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에 의해 제공되고 있다.

II. 노르딕 국가에서의 가족보호(care) 변화
유럽에서 노인을 위한 보호(care) 형태의 분석 기초로서 스웨덴 서비스 체제가 좋은 모델
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오래전부터 전형적인 복지국가로 알려져 왔다. 스웨덴에서의 노인세
대 보호(care)은 1990년대 초 공적서비스를 넘어선 가족 보호(care)과 보호(care)의 여러 가지
형태로 변화되어 왔다.

1975년, 스웨덴에서 80세 이상 노인의 30%가 입소하였고 39%가 가정부조(Home help)를
이용하고 있었다. 2002년에는 80세 이상 노인의 4/10가 시설에 입소하거나 홈헬프를 사용하
여, 19% 정도를 보호하는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오늘날 노르딕 국가에서는 노인과 자녀가 거의 함께 살고 있지 않다. 자녀와 동거하는 노
인은 스웨덴과 덴마크에서 각각 2% 정도로 나타나고 있고(Bihan & Martin, 2006), 대부분
다른 유럽국가에서는 동거형태가 감소하고 있어, 점차적으로 노인은 혼자 살거나 배우자 또
는 파트너와 살고 있다(표 2). 예를 들면, 2002년 스웨덴에서 65세 이상 노인의 58%가 배우
자와 함께 살고 있었고 40%가 혼자 살고 있었으며, 덴마크의 경우는 1988년 70세 이상 노
인의 53%가 혼자 살고 있었다. 프랑스(1990)와 영국(1998)에서는 스웨덴과 마찬가지로 배우
자와 함께 살고 있는 노인이 가장 많았으나, 혼자 살고 있는 노인이 2순위의 분포를 보이고
있었고, 이태리(2000)는 배우자와 함께 살거나 다른 사람과 함께 살고 있는 노인의 비율이
혼자 살고 있는 노인의 비율보다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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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1954년과 2000년 유럽국가에서의 지역사회 노인의 생활 상황 비교

(스웨덴, 덴마크, 프랑스, 영국, 이태리 등)
국 가

스웨덴

덴마크

프랑스

영국

이태리

연 도

1954

2002

1962

1988

1962

1990

1962

1998

2000

연 령

67세
이상

65세
이상

65세
이상

70세
이상

65세
이상

65세
이상

65세
이상

65세
이상

65세
이상

혼자 살고 있음

27%

40%

28%

53%

25%

31%

22%

36%

27%

배우자와 함께 살고
있음†

30%

58%

45%

40%

32%

45%

21%

39%

38%

다른사람과 함께 살
고 있음‡

42%

2%

27%

7%

42%

23%

45%

13%

35%

전체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동거 파트너 포함.
‡Subdivisions often unavailable;1954년 스웨덴의 경우는 부부와 자녀가 살고 있는 경우가 11%, 자녀
와 다른 사람과 사는 경우가 16%, 다른 사람과 사는 경우가 16% 친척이 아닌 경우는 6%임.
출처: Sweden 1954 SOU 1956, 2002. Denmark:after Shanas et al.[12]; table Ⅶ-1 own calculations,
After Platz table 4.6[13]. France;table1 after Sundstrom 1999[14]. Britain:after Glaser & tomassini[15].
Italy;ISTAT Multiscopo sulle famiglie 2000(country Cecillia Tomassini).
Bihan, B. L. and Martin, C. (2006). A comparative Case Study of Care Systems for Frail Elderly People :
Germany, Spain, France, Italy, United Kingdom and Sweden 재인용.

북부유럽에서는 비공식 보호(care)의 많은 부분이 세대 간에 이루어지는 반면, 남부유럽에
서는 세대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제도적인 보호(care)와 지역사회 서비스에 대한 전체 비
율이 북부유럽국가에서 정체되고 있거나 가라앉고 있지만, 남부유럽국가들(특히 스페인)은
그러한 서비스의 확장에 노력하고 있다(Bihan & Martin, 2006).
반면, 대부분의 유럽국가의 노인들은 자녀가 근처에 살고 있거나 전화, 또는 방문하여 도
움을 주는 자녀들이 있다. 스웨덴 가족들은 노인을 보다 많이 돕고 있어, 1994년 75세 이상
노인의 29%가 여성가족구성원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었지만 2000년에는 39%로 늘어난 현
상을 볼 수 있다. 일상적으로 허약한 노인을 지지하는 가족의 한사람은 배우자와 딸 혹은
아들로서, 아들이 주 돌봄자(carer)일 때는 대부분 딸이 없는 경우이다. 많은 경우에 이러한
경향이 가족의 부담을 증기시키고 있다고 말한다. 보편적으로 가족 중 한사람이 대부분의
돌봄을 제공하고 있다. 이와 같은 스웨덴에서의 성인자녀의 태도가 <표 3>과 <표 4>에서 설
명되고 있다. 즉, ‘부모가 생존한다면 도울 수 있다’반응과 ‘도울 수 있다는 가능성’에서의
반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아울러, 이들은 다른 가족이 책임을 분담한다면 더 많은 사람들
이 가족 보호(care)에 참여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Bihan & Martin,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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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자녀의 연령대별 부모 보호(care) 선호와 가능성 비교(스웨덴, 2001)

단위: 명

자녀의 연령
45~54세

55~64세

도울 수 있다

63명

41명

도울 수 없다

8명

10명

현재 이미 돕고 있다

10명

6명

부모가 살고 있지 않다

17명

42명

도울 수 있다

76명

72명

도울 수 없다

10명

18명

현재 이미 돕고 있다

12명

10명

보호(care) 가능성

부모가 생존한다

출처: 스웨덴 ‘Pension Forum, by permission’ Bihan, B. L. and Martin, C. (2006). A comparative Case
Study of Care Systems for Frail Elderly People : Germany, Spain, France, Italy, United Kingdom and
Sweden.재인용.
<표 4> 자녀의 성별 부모 보호(care) 선호와 가능성 비교(스웨덴, 2002)
전체

남

여

거리가 멀어서

28%

22%

35%

일(직업) 때문에

9%

8%

10%

만약 지방자치제가 보다 많은 책임을 가진다면...

11%

8%

14%

만약 다른 친척이 보다 많은 책임을 가진다면...

3%

3%

4%

만약 지방자치제와 다른 친척 모두가 보다 많은 책임을 가진다면

9%

8%

10%

디 이상 할 수 없다

22%

25%

20%

하고 있는 일의 양을 줄이고 쉽다

4%

3%

4%

모른다/무응답

29%

31%

26%

현재보다 더 많이 할 수 없다

현재보다 더 많이 할 수 있다

이미 많이 하고 있다

* 반응자들은 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45세 이상 성인으로 다중 응답.
출처: 스웨덴 ‘after Senior’ 2005[1].
Bihan, B. L. and Martin, C. (2006). A comparative Case Study of Care Systems for Frail Elderly
People : Germany, Spain, France, Italy, United Kingdom and Sweden.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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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에 대한 책임은 다소 애매한 개념이지만, 국가가 주요 책임을 가진다는 것은 국가가
보호의 대부분을 실제로 가진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영국에서는 보다 많은 노인들이
가족 지지와 전문적인 보호의 혼합 서비스를 선호하고 있다. 아울러, 대부분의 영국과 스웨
덴 노인들은 혼자 살고 있을 때, 특히 장기요양이 필요할 때에는 가족 보호(care)보다 전문적
인 보호(care)을 선호하는 편이다.
노르딕 국가에 대한 최근 연구에서, 향후 공적 노인세대 보호(care)과 연금 등에서의 불신
등이 확산되고 있어 성인 자녀와 노인들은 공공서비스에 대한 불만을 표현하고 있다(Bihan

& Martin, 2006). 북유럽 국가에서의 일반적인 태도는 아직도 가족이나 다른 장기요양을 필
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한 공공서비스를 선호하고 있다. 불만과 불신이 부분적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실제 이용자들은 이러한 서비스들을 받음으로써 가족들이 보다 행복하다고 말하고
있다.
이들 국가에서는 노인 보호(care)에 대한 전체적인 부담을 가족들이 원하고 있지 않지만,
노인들이 유기되는 것도 원하고 있지 않다. 노르딕 국가에서의 노인세대 보호는 비교적 대
상 노인들에게는 성공적이고, 지자체 수준에서 통합적인 관리가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노인 보호(care)에 대한 특별한 공공 의무가 다음 세대에 부분적으로 지속되는
기반을 갖추고 있다.

III. 각국의 보호 사정
신체적‧정신적으로 매우 의존적인 경우, 영국에서는 의료적인 보충과 간호 서비스(nursing

care)를 모두 포함하여 제공하고 있다(심리 노령화 사정, 실금과 언어장애에 대한 부양 포
함). 스웨덴(스톡홀름)에서는 의료적 보호(care) 요구들에 대한 언급이 없었고, 스페인에서도
동일한 원칙이 제공되고 있다.
한편, 이태리(로마)에서는 의료적 보호(care)가 포함되기도 하지만, 영국에서 사용된 접근
과는 아주 다른 방법으로, 의료와 사회적 욕구에 주안점을 두고 사정 팀이 서비스 공급을
결정하고 있다. 또한 이태리와 스페인에서는 거택보호와 시설 임시거주를 혼합하는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예를 들면,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클라이언트는 신체적‧정신적 도움을 모두
필요로 하고 있다. 그럴 경우, 재택간호가 6개국 모두에서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영국과 스
페인, 이태리의 경우에는 사정팀이 주간보호센터나 노인병원을 이용하는 일시적인 보호

(respite care)를 추천하고 있다.
그 목적(intention)은 비공식 케어제공자에게 약간의 자유로운 시간을 주어 케어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이다. 그러나 스페인(바르셀로나)에서는 그러한 시설이용이 제한되어 있어 이
러한 재택/시설 혼합을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어려웠고, 프랑스에서는 주간보호센터의 이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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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사용자가 부담하고 있다.
끝으로 영국과 스웨덴의 경우는 특별한 보호(care) 요소들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영국
에서 제안된 보호 프로그램은 아주 세부적이다. 매일 간호 보호를 필요로 하는 클라이언트
의 경우, 매일 아침 개인 간호 30분과 낮과 저녁에 각각 개인간호 30분, 그리고 매일 식사배
달(meals-on-wheels)1)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스웨덴(스톡홀름)에서는 개인의 요구에
의한 보호 프로그램을 주기적으로 재평가하기 위해 1~3개월로 서비스 할당기간을 제한하고
있다.
아래의 [사례 12개]를 유럽의 6개 국가 사정도구에 의해 평가를 진행한 결과, 각각의 수
준이 불일치하고 다양함을 알 수 있다.

사례
사례
사례
사례

1: 심장 수술 받음,
4: 간경화, 대퇴골 골절,
7: 신경성 퇴화 진단,
10:가벼운 알츠하이머 진단,

사례
사례
사례
사례

2: 대퇴부 골절로 두 번째 수술,
5: 심장질환,
8: 알츠하이머 진단,
11: 발작 증세(Attack) 진단,

사례
사례
사례
사례

3: 만기 당뇨병,
6: 알츠하이머 진단,
9: 파킨스병 진단,
12: 심한 알츠하이머진단.

<표 5> 국가별 실험 사례에서 신체적 의존도 사정 비교
구 분

프랑스

이태리

영 국

스페인

독 일

스웨덴

사례 1

GIR3 and 4

부분적으로
자립

중 간

중 간

1

특별한 것 없음

사례 2

GIR2

부분적으로
자립

높 음

중간/높음

2

특별한 것 없음

사례 3

GIR4

부분적으로
자립

중 간

보 통

0

특별한 것 없음

사례 4

GIR4

부분적으로
자립

중 간

보 통

1

특별한 것 없음

사례 5

GIR3 and 4

도움 필요

중 간

보 통

2

특별한 것 없음

사례 6

GIR1

모두 도움
필요

높 음

높 음

3

특별한 것 없음

사례 7

GIR1 and 2

모두 도움
필요

높 음

높 음

2

특별한 것 없음

사례 8

GIR2

도움 필요

중 간

높 음

2

특별한 것 없음

1) 영국에서 지자체에 의해 노약자에게 제공되는 따뜻한 식사 배달 서비스 프로그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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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프랑스

이태리

영 국

스페인

독 일

스웨덴

사례 9

GIR2

부분적으로
자립

중 간

높 음

2

특별한 것 없음

사례 10

GIR6

도움 필요

중 간

보통/중간

0

특별한 것 없음

사례 11

GIR2

도움 필요

높 음

높 음

1

특별한 것 없음

사례 12

GIR2

모두 도움
필요

높 음

높 음

2

특별한 것 없음

독일에는 의존도 평가가 5단계(0~3 그리고 3 이상 높음)이고, 프랑스는 6단계(GIR1-GIR6,
의존도가 많음에서 덜함), 영국과 이태리 사정은 3단계, 스페인은 4단계(높음, 중간, 보통과
가벼움 등)로 되어 있다. 허약한 노인의 의존 정도는 제공된 서비스의 증가와 함께 논리적으
로 판단되어져야 한다. 프랑스(일레빌라네)에서, 재택간호에 할당된 시간 수는 긍정적으로 평
가된 개인의 신체적 의존성과 관련되어 있다. 의존도의 수준은 주간보호센터나 임시 주거시
설에서의 중간단계의 도움이나 다소 영구적인 제도의 도움에 대한 필요성을 결정하고 있다.
프랑스 GIR4 등급(평균 의존적)인 사례 1의 경우 거택 보호 24시간이고, GIR1(의존도가 가
장 높은)인 사례 6은 재택간호 90시간, GIR1 등급/GIR2로 분류된 사례 7은 혼합된 보호 프
로그램으로, 거택 보호와 주간보호시설과 임시 주거시설 등을 활용하는 수준으로 평가된다.
영국의 경우는, 의존 정도가 심할수록 재택 보호의 시간을 늘리고 있다. 스웨덴(스톡홀름)
에서, 급여(benefit)의 수준은 의존 형태(신체적/심리적)와 연관되어 있다. 이태리(로마)에서는,
서비스 제공이 지방자치제의 사회서비스과에 의해 재택 보호를 제한적 범위 내에서 반영하
고 있다. 편의제공은 건강부서에서 재정지원하고 있는 의료시설과 단기보호를 기반으로 하는
주간보호에서 심한 의존사례를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IV. 재정적인 지원
모든 나라에서, 재정적인 지원이 있다. 그러므로 질문은 ‘어떠한 비율의 가격이 노인에게
주어지고 있는가?’ 그리고 ‘이러한 비율은 어떻게 결정되어지고 있는가?’이다. 두가지 주요
전략은 공공재의 관리와 개인 기여도로서, 스웨덴과 영국은 두 가지 활용 전략이고, 스페인
과 이태리, 프랑스, 독일은 사회지원 전략이다.
아래 사례에 제공된 각국의 보호 프로그램 내용은 제각각이다. 스웨덴과 영국에서 노인의
기여가 자원과 보호 프로그램에 할당되고, 지방정부나 지자체가 지침을 세우고 있다. 영국에
서 이러한 접근은 노인의 거주지에 따라 다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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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례
클라이언트(여성)는 65세 여성으로 최근 과부가 되었다. 그녀는 아이들이 없었고 그녀의 제부가
같은 마을에 살고 있었다. 그는 모든 관리 문서로 그녀를 돕고 있다. Mrs C는 만기 당뇨병을 앓
고 있다. 그녀는 그녀의 결점을 부인하고 있지만 20년간 잘 볼 수 없었다. 그녀는 씻는 것과 개
인 보호를 필요로 하고 있다(섭식 어려움 등). 그녀는 가스 요리기에 대한 공포로 스스로 요리하
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물건사기를 도와야 했고 시간과 장소에 대한 방향감각이 혼란스럽지만
집근처의 길은 알 수 있다. 또한 전화로 대화는 할 수 있지만 전화 거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표 6> 65세 여성(당뇨병 환자)의 사례에 주어진 각국의 보호 프로그램 내용 비교
국가별

보호 프로그램

스웨덴(스톡홀름)

∙개인(위생)보호관리 : 3개월동안 주2회 방문
∙전문기술 지원
∙비상벨 지원

영 국

∙개인(위생)보호관리 1일 30분+주 1시간 목욕
∙비상벨 지원
∙전문기술 지원
∙시각문제 해결을 위한 훈련

이태리(로마)

스페인(바르셀로나)

프랑스(일레비란)

독일(뮨스타)

∙정규적인 당뇨검사를 위한 간호 관리
∙재택보호관리 1일 2시간
∙의존적인 사람이 사교를 할 수 있도록 주간보호센터 이용
∙재택보호관리 주 3시간
∙식사배달 프로그램 이용
∙비상벨 지원
∙전문기술 지원
∙재택보호관리 1일 1시간(매주)
∙비상벨 지원
∙전문기술 지원
∙간호관리(주 2시간 30분)
∙주택관리 도우미
∙전문기술 지원
∙대중 이동
∙특수이동 수단

이태리와 스페인에서, 노인의 재정적 부담은 개인의 수입 구축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스
페인(바르셀로나)은 공공영역 급여(benefit)에 적합한 고정된 기준이 없다. 그러나 노인의 의
존성, 재정적인 자산, 그리고 그의 가족 혹은 가구 등의 경우에 보호관리 비용을 포함한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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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적인 비용 산출을 하고 있다. 이태리(로마)에서도 이러한 계산 체계가 중간단계와 보다 많
은 부유한 사회적 목록들을 배제하고 있다. 만약 그녀의 자산이 낮다면, 위의 사례의 경우,
클라이언트의 보호 프로그램 비용은 로마 지자체로부터 모두 재정지원 받을 것이다.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는 그녀로부터 식사배달 서비스에 대한 지불만을 요청받을 것이다. 만약 그
녀의 수입이 비교적 높다면, 필요한 지자체의 재택 보호(care)에 대한 모든 요금에 대해 청구
받을 것이다.
프랑스의 사회복지제도는 PSD(Specific Dependence Allowance)의 틀 내에서 수입액을 설
정하고 있지만, 처우기준이 보다 높기 때문에, 급여(benefit)가 보다 많은 사람에게 활용될 수
있다. APA(Personalized Autonomy Allowance)는 혼합체계로서 사회복지와 지불 접근(payment)을
포함하고 있다. 급여(benefit)는 보편적인 성격이고 혼합 지불(co-payment)은 보험증서(ticket

moderateur, 보험에 의해 지불된 처우 비용 비율)에 적합한 수입수준 이상의 자산인 재정적
인 기반이 되고 있다. 그러나 자원이 제한적인 사례에서, 요구된 어떠한 종류의 재정적 부담
은 없다. 독일의 경우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공급체계를 가진 장기요양(LTC) 보험과
같은 체계에 포함하고 있다. 적합한 장기요양(LTC) 보험 급여(benefit)는 어떠한 경제 기준에
조건화되지 않고 재정적인 부담은 그들의 사회보험 기여를 넘어서 수익자에게 요구하지 않
는다. 반대로 사회복지는 수입 기준을 근거로 귀착되고 수익자들은 재정적인 부담이 있다.
또한 프랑스에서는 65세 이상의 노인들이 80% 이상의 장애로 판정받는 경우에는 일상생활
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한다고 간주하고 자산조사를 거친 후 보조수당(allo-

cation compensatrice)을 지급하여 가정간호, 가정봉사, 또는 도움을 주는 배우자나 친척 등의
원조자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수 있다.
독일에서는 1989년 개정된 연금개혁법안이 1992년부터 새로이 시작되었는데, 정부는 노
인과 장애인에 대한 최소한 주당 10시간의 서비스를 제공하고도 그 대가를 받지 못하는 사
람들에게 평균\임금의 75% 정도 연금혜택을 받도록 길을 얼어 놓았다(황성철 외, 2003:46).
이태리는 1980년 보행이나 일상생활을 제대로 영위할 수 없는 중증 장애인의 보조자에
대한 수당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그 급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은 주로 의료적으로 병약한
노인을 가정에서 수발하는 가족구성원들이며, 정부는 그들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을 하기 위
해서 이 제도를 마련하였다(Mengani & Gagliardi, 1992; 황성철 외, 2003).

V. 수혜자의 수입과 재정 부담
특수 보호 상황에 대한 보호 프로그램의 재정은 수혜자의 수입과 관련되어 있다. 프랑스
에서는 허약 노인 개인 또는 배우자의 수입만 계정하고 있다. 기타 국가에서는 가족의 수입
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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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경우에는 가족 수입이 수익자의 기여 계상으로 고려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허약한
노인과 그들 자녀의 자원들이 동등하게 고려되고 있다. 자녀의 수입 수준은 독립적인 노인
에게 주어지는 공공의 급여(benefit) 자격을 막기도 한다. G의 사례2) 는 그녀 자신의 수입은
낮지만 그녀 딸의 수입은 다양하다. 첫째 경우에서, 자원은 제한적이고 수익자의 재정적 기
여도를 계상하지 않고 있다. 두 번째 경우는 수입이 비교적 높아 딸이 재택 보호 비용을 책
임지고 있다. 스웨덴이나 영국의 경우, 자녀의 수입이 포함되고 있지 않다. 스웨덴 국가는
허약 노인에 대한 원조와 보호 제공에 대한 모든 것을 국가가 책임지고 있다. 영국은 보다
많은 개별관리 체계를 사용하고 있다. 이 경우에, 가구의 수입이 아닌 독자적인 개인의 자원
을 근거로 산출하고 있다. 예를 들면, 파트너가 연금을 받을지라도 개인은 자신의 수입으로
포함시키지 않는다.
특히, 영국은 1990년 재가보호 관련 제도의 개혁으로 지역복지를 담당하는 지방당국은 직
접적으로 서비스 제공하는 것을 피하고 지역의 비영리기관 또는 영리 추구 민간기관과 계약
을 통해서 서비스를 구매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다. 따라서 전통적으로 재가보호에 대해 관
심이 없던 영리 추구 민간기관들도 지금은 전국에 걸쳐 각종 재가보호서비스 프로그램을 개
발하여 적극 참여하고 있다. 민간의 비영리기관들은 주로 이동급식, 개인보호, 가정방문, 위
급시 경보 서비스, 정보 제공 및 조언 등 가정봉사 관련 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있다. 지방의
사회적 서비스 부서에 의해 고용된 사회사업가들은 상담과 지지 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있는
데 그들은 주로 사례관리자(care manager)로서 노인의 재가보호 관련 욕구의 사정과 다양한
서비스의 연계 및 조정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반면, 영국에서 재가복지 대상자들은 자신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들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서 정부에 현금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즉,

65세 이상 노인은 보조원 수당을 받고, 65세 이하의 장애인은 생활수당을 받아 16세 이상
65세 미만으로 주당 최소 35시간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원조자에 지불할 수 있으며 전일직
장을 갖고 있지 않는 원조자가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ICA(Invalid Care Allowance)
를 받을 수 있다.
네덜란드는 일반계층의 재가보호서비스 원조자에 대해서 소규모의 조세감면제도를 시행
하고 있으며 소득수준이 낮은 가정의 비공식적 원조자들에게는 보충적 사회보장의 혜택을
주도록 제도화되어 있다. 한편, 네덜란드에서의 가정봉사서비스는 가정봉사기관이 중심이 되
어 제공하고 있으나, 1990년 이후부터 전국적 차원뿐만 아니라 지역차원에서도 양대 서비스
가 통합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재가보호서비스에 대한 비용은 장기케어보험과 부분적으로
이용자 부담으로부터 마련된 재원에서 지불되고 있다. 가정봉사 서비스에는 가사 및 개인적

2) Mrs G는 85세로 학교선생인 딸과 함께 살고 있다. 이혼녀인 딸은 그들과 함께 살고 있는 15세 아들을 두
고 있다. 3년 전 그녀는 파킨스 질병 진단을 받았고, 종종 현기증으로 여러 번 낙성하고도 하였다. 그녀의
상태는 이미 악화된 상태이고 의사소통이 안 되고 그녀가 말하는 것을 이해하기 힘든 상태이다. 그녀는
매인 욕창 간호를 요구하고 있다. 지금 마시는 것을 거부하고 있고 매일 일상생활활동 보호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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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서비스가 포함되어 있으며 가정봉사서비스 제공기관은 알파 원조(alpha help)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은 이용자가 일주일에 12시간까지 기본적인 가사 서비스를 제
공하는 사람에게 직접 그 비용을 지불하도록 운영되고 있다(Baars et al., 1992; 황성철 외, 2003).

VI. 유럽국가 재가보호서비스의 시사점
각 국가들은 대부분 재가복지의 양대 서비스인 가정간호와 가정봉사 서비스를 분리된 체
계로 운영하고 있다. 서구 복지국가의 복지제도 발전의 역사적 과정을 살펴보면 재가복지에
서 가정봉사 서비스는 197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지만, 가정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보험제도는 훨씬 그 이전부터 시작되었다(황성철 외, 2003:42-43). 따라서 이와 같이 상
호 분리된 체계를 갖는 이유는 양 서비스가 서로 다른 발달적 배경을 갖고 있기 때문인 것
으로 이해해야 한다. 가정간호서비스와 가정봉사 서비스의 정책 수립 및 집행기관이 상이함
으로써 야기되는 재가보호서비스의 조정과 통합의 문제가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이다.
이들 국가에서는 공통적으로 가족이 있는 노인보다는 독거노인이 정부의 재가보호서비스
를 받을 확률이 크다. 특히 영국과 같은 나라에서는 재가복지를 시설복지의 대안으로 정책
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재가보호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면 곧 시설복지로 전락될 수 있는
위험집단에 대한 서비스를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위험집단에는 속하지 않지만 재가
보호서비스를 절실히 필요로 하는 많은 노인과 장애인들이 공식적 보호서비스 대상에서 제
외되고 비공식적인 원조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이러한 현상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프랑스, 독일도 유사한 상황에 처해 있다.
현재까지 밝혀진 바에 의하면, 비공식적 재가보호서비스 제공자는 부분적으로 친구나 이
웃도 존재하지만 가족 구성원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이다. 유럽재단(The European Foun-

dation)의 연구결과, 남부 유럽의 국가를 제외하고는 비공식적 재가보호서비스 제공자는 가족
구성원 가운데에서도 주로 배우자가 많고, 배우자가 도움을 줄 때는 남자의 경우가 허다하
나 자신들이 도움을 줄 때는 딸이나 며느리와 같은 여자가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Jani-

Le Bris, 1993; 황성철 외, 2003). 이와 같이 배우자와 딸, 친척으로 구성된 비공식적 원조자
에 의한 서비스가 공식적인 부문에 비해서 재가보호서비스의 상당 부분을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비공식적 원조자에 대해서 각국의 정책당국이 실질적인 지원을 해주지 않
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재가보호서비스를 제공한 대가로 도움은 받는 반대급부는 충분하지
않은 실정이다. 그래서 영국은 이와 같은 비공식적 원조자의 활동을 인정하고 어느 정도 그
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예를 들면, 영국의 지방당국은 비공식적 원
조자들이 야간에는 쉴 수 있도록 야간 간호사와 야간 보조자를 쓸 수 있도록 허용하거나 지
속적인 서비스가 필요할 때는 그들이 쉴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보조원을 파견하는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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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를 실행하고 있다(Twigg, 1992).
따라서 이러한 국가들의 재가보호서비스가 주는 시사점을 살펴보면, 재가보호서비스는 가
정봉사서비스와 가정봉사서비스를 통합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하며, 이러한 재가보호서비스
와 더불어 식사배달, 위급시 경보통신망 설치, 전화확인서비스 등의 재가보호서비스도 확대
되어야 한다. 아울러, 재가보호서비스의 1차 제공자인 가족 또는 친척에 의한 비공식 원조가
명시적인 정책으로 채택되어 비공식적 원조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재가복지사업의 수행에서 재원조달방법이 다원화되어, 일정한 수준 이상의 소득을 갖는
노인에 대해서 본인부담의 원칙을 적용하는 탄력적인 제도 도입 등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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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Comparative Study of Care Program for
Elderly People in Europe

Lee Sang Won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Comparative studies of European social policies towards elderly people focus on the systems
and their implementation. Therefore, the analysis focuses on the public authorities’ response-the
care program which determine the type of care required and the financial contribution of the userin each of European countries, in relation to the concrete situations of elderly people. This
approach gives us interesting concrete elements on the services and financial help which can be
given to elderly people, but it also enables us to understand precisely the national care systems
organized in the different countries and the main difficulties encountered by public authorities on
facing this problem of elderly people.

Key Words: frail elderly people, care program, home care, elderly care, Eur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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