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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orial Comment: 장기요양제도
윤 가 현
전남대학교 심리학과

우리나라에서는 20세기 말부터 매우 빠른 속도로 노인인구의 비
율이 높아지고 있다. 생의학을 비롯한 기술문명의 혜택으로 평균수명
이 연장됨과 동시에 출산율이 저하되면서 인구구조가 기형적으로 변
하고 있는데, 이로 인한 걱정거리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인구의 고령
화로 인하여 부각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서도 촌각을 다투면서
관심을 가져야 할 분야가 바로 장기요양보호(long-term care)를 필요
로 하는 노인의 수가 급증하는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의 모색이다.
장기요양보호란 흔히 의존상태에 있는 노인이나 생활상의 장애를
지닌 노인에게 장기간(6개월 이상)에 걸쳐서 일상생활 수행능력을 도
와주기 위하여 보건이나 의료, 요양, 복지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
는 것을 말하는데 (보건복지부, 2004), 과거처럼 가족보호(family care)
에만 의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므로 장기요양보호 대상자에게 재가
보호(in-home care)나 시설보호(institutional care)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해줄 수 있어야 한다. 다행스럽게도 우리나라에서도 시설보호서비
스 등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정애, 2004), 아쉬운
부분은 그 준비가 노인인구의 급증으로 시설보호를 필요로 하는 대상
자가 늘어나는 속도에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보건복지부(2004)의 계획에 의하면, 해가 거듭할수록 시설기관의
수가 늘어나서 시설보호 서비스 수혜자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러
나 시설기관이나 수혜자가 수적으로 증가한다고 해서 장기요양보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그것보다도 장기요양보호를 요하는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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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들이 과연 인간다운 생활을 하면서 생의 후반기를 보낼 수 있는 정
책도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시설보호를 요하는 노인들은 거의 대부분
치매환자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무나 시설기관을 운영해서도 안
되며, 아무나 시설기관에서 서비스 업무를 맡아서도 안 된다 (Shaw,
1998; USGAO, 2002). 노인의 특성이나 치매환자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은 그들과 함께 생활할 때 쉽게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아울
러 시설기관에 입소한 노인들도 학대를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
다. 그러므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서비스업자간의 시설기관의
경쟁을 불러일으켜야 하고 (권순만, 2003), 서비스 업무에 종사하는 자
들의 자격규준을 매우 엄하게 마련한 상태에서 장기요양제도가 시행
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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