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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는 요보호 노인의 가족 부양자가 장기요양보호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적 함의를 논의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장기요양보호부
양가족 417명을 분석 표본으로 하여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의 연령이 높으면
요양병원보다는 노인요양시설을 이용하는 반면, 가족소득이 높으면 노인요양시설보다는
요양병원을 이용한다. 둘째, 노인의 질병수가 많거나 치매가 있으면, 그리고 부양대체원이
있으면 방문요양보다는 노인요양시설서비스를 이용한다. 셋째, 요양판정등급이 높으면 재
가서비스보다는 시설서비스를 이용한다. 넷째, 부양자와 피부양자가 동거하면 시설서비스
보다는 재가서비스를 이용한다. 다섯째, 부양자의 교육수준이 높으면 노인요양시설보다는
방문요양을 방문간호보다는 병원보호를 이용한다. 여섯째, 부양자가 아들이면 방문간호보
다는 요양병원서비스를 이용한다.
주제어: 요보호노인, 가족부양자, 장기요양보호서비스 이용행태모형

Ⅰ. 서론
가족은 일반적으로 노인을 보호하는데 어려움이 많아도 보호를 계속해서 제공하고
자 한다. 가족 부양자가 스트레스를 참고 보호를 계속해서 제공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 이 논문은 2008년도 정부재원(교육인적자원부)으로 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한 연구임
(KRF-2008-321-B00132).
** 경북대학교 보건복지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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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가령 죄의식, 의무감, 만족감, 욕구충족, 감사, 애정, 긍정적인 가족과의 세대관계,
기대, 상호성, 자식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시설에 입소
시키고 싶지 않은 소망 등이 있다(Brody, 1981; Cohen and Warren, 1985; Kingson et
al., 1985).
그러나 현대가족의 변화는 전통적인 부양환경을 유지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전통
적으로 노인 가족에 대한 수발을 주로 담당하였던 여성들이 경제활동 참여가 많아지
면서 부양자가 될 가능성이 줄어들거나 보호를 제공할 때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다. 수많은 여성이 부모나 배우자에 대한 보호를 제공할 필요성이 높은 시기에 경
제활동을 하거나 직장 경력을 높이고 있다. 따라서 부양가족은 근로활동, 사회생활, 그
리고 가족생활을 하는데 긴장과 혼란을 곤혹스러울 정도로 경험한다.
장기요양보호서비스는 병약한 배우자나 부모의 수발과 관련하여 동기부여적인 의무
감과 기타 본질적인 보상에 대한 만족을 가져줄 것이다. 일부 부양자들은 충족감을 얻
거나 중요한 가족의 의무를 이행하고 있다고 느낄 것이다. 다른 부양자들은 단순히 집
에서 보호를 제공함으로써 죄의식이나 사회적 비난을 최소화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
한 이유로 OECD국가의 장기요양보호제도에서는 장기요양보호서비스가 재가보호와 시
설보호, 사회적 보호와 보건의료가 연속성(continuum of care)을 갖추는 것을 이상적으
로 받아들였다(Leichsenring et al., 2005). 이러한 보호의 연속성은 포괄적이고 소비자
중심(client-oriented)의 서비스체계이다(Stephen, 2001). 따라서 연속적인 보호의 각 단
계마다 가능한 한 자립(independence)을 최대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우리나라의 장기요양보호제도도 이러한 보호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만들어졌다. 노인
장기요양보험법에 장기요양급여의 종류에 재가급여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야간보호, 단기보호가 규정되어 있고 시설급여로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
활가정이 규정되어 있다. 요양병원서비스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포함되어 있지 않
지만 사회보험인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고 있다. 또한 노인전문노인복지법에는 노인전
문병원이 노인의료복지시설로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이유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노인
을 위한 사회적 보호(social care)와 보건의료(health care)가 연계적으로 제공될 수 있
게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박창제․김수영․주수현, 2009).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실시된 이후 2009년 12월 현재까지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공동
생활시설 등 노인요양시설에 실인원 59,876명이 입소하고 있고, 재가서비스를 받고 있

- 70 -

가족부양자의 장기요양보호서비스 이용 결정요인

는 인원이 159,368명이다(국민건강보험공단, 2010). 재가 서비스를 유형별로 분류하면
방문요양 이용자가 132,913명, 방문목욕이 3,529명, 방문간호 4,277명, 주․야간보호
10,183명, 단기보호 10,380명, 복지용구 이용자 21,664명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많은 수
의 노인들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요양병원에서 장기요양서비스를
받고 있다1).
우리나라에서 장기요양보호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장기요양보호서비
스 이용행태에 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지만 이윤경(2009)의 연구를 제외하면 모두
가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실시되기 이전의 장기요양보호서비스 이용의향에 관한 연구라
는 한계점이 있었고, 거의 대부분의 연구가 시설보호 또는 재가보호라는 단일서비스의
이용결정요인을 분석함으로써 다른 서비스들 간의 선택요인을 밝히지 못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실시되고 있는 현재 요보호 노
인의 가족 부양자가 장기요양보호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
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적 함의를 논의하는 데 목적이 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가족이 노인을 거의 전적으로 보호하여 왔고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도입된 이후에도 장
기요양서비스비용에 대한 본인부담금이 높지만 가족의 높은 부양 책임의식으로 인하
여 요보호노인의 보호유형선택은 부양가족의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가족 부양자의 장기요양보호서비스의 이용결정요인을 파악하는 것은 노인장기요양보
호 정책에 관하여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이다.

Ⅱ. 선행연구고찰
Bass와 Noeker(1987)는 Andersen 모형(1994)을 이용하여 노인복지서비스 이용행위
를 분석함으로써 보건서비스행동모형을 노인복지 또는 장기요양서비스에 이용할 수
있는 기틀을 제공하였다. 이들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가족부양자는 재가 노인복지서비
스의 이용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소인요인인 인구학적 특성, 가용자원요인인 가
구소득수준과 부부양자, 욕구요인이 서비스의 이용여부나 이용 빈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ass and Noeker, 1987). Mitchell과 Krout(1998) 역시 Andersen 모
1) 2009년 기준으로 전국의 요양병원은 총 777개이고, 청구건수는 87,102개이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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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도시노인에 비하여 농촌노인이 재가
복지 서비스 이용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Barrayo et al.(2002)은 장기요양보호서비스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요양시설, 중간보
호시설, 재가 및 지역사회서비스에 대한 선택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나이가 많을수록, 노인의 욕구(ADL 및 IADL, 인지장애)가 클수록 재가보호보다는 시
설보호를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대 들어 국내에서도 노인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늘어나자 장기요양서
비스 이용에 관한 연구도 많이 늘어났다(윤현숙, 2001; 이가옥․이미진, 2001; 송다영,
2003; 김혜경, 2004; 이재모․이신영, 2006; 이윤경, 2009; 박창제․양봉민, 2008). 이들
연구의 대부분은 Anderson 모형을 이용하여 재가서비스를 중심으로 이용의향을 분석
한 연구들(윤현숙, 2001; 이가옥․이미진, 2001; 송다영, 2003; 김혜경, 2004; 이재모․
이신영, 2006)이었다. 이중에서 대표적인 연구만 살펴보고자 한다.
송다영(2003)의 연구에서는 재가복지서비스가 “무료라면 이용하겠다”에는 부양자-노
인 친밀관계와 부양가치관, 가구소득수준은 부정적으로, 타가족의 경제적 지원, 노인부
양의 경제적 부담과 심리적 부담, 추가적 가족보호는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유료라면 이용하겠다”는 부양자-노인친밀관계, 부부양자가 있으면 부정
적으로, 노인이 질환이나 장애가 있으면 그리고 노인부양에 대한 심리적 부담이 크면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혜경(2004)은 가정봉사원, 주간보호, 단기보호 세 가지 유형의 재가보호에 대한 의
향을 분석하였다. 세 가지 재가보호서비스 이용의향에 대하여 부양자의 연령은 부정
적, 부양자가 남성, 배우자인 경우, 동거하는 경우가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부양
자가 취업하는 것, 경제적상태가 좋은 것, 부양관련 정보제공자가 있는 경우, 부양관련
스트레스가 상담자가 있는 경우가 세 가지 재가복지 서비스 이용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거동이 불편하면 부정적, 부양자의 건강상태가 좋으면 세 가지 재가복
지서비스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 이외의 부양을
필요로 하는 가족이 있는 것은 가정봉사원 이용의향에는 영향을 미치지만 다른 서비
스 이용의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은 반면, 노인수발기간이 길면 주간보호와 단기보호
이용의향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가정봉사원 이용의향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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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경(2009)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에 앞서 실시된 2차 시범사업 자료에서
선정한 노인 5,497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이 연구 역시 연구모형으로 Andersen 모
형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시설서비스에 대한 이용 여부에
는 소인요인인 여성이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가용자원요인은 국민기초생활대상자
는 긍정적, 차상위계층은 부정적, 동거가족이 있으면 긍정적, 거주지역이 대도시나 중
소도시에 거주하면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욕구요인에서는 요양등급이 2등급인 경
우, 일상생활동작제한, 인지기능장애, 문제행동이 긍정적, 간호처치욕구는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가서비스에 대한 이용 여부에 대한 분석에서는 국
민기초생활보장이 긍정적, 동거가족원이 있으면 부정적, 대도시나 중소도시면 긍정적
으로 영향을 미치고, 1등급이나 2등급은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수단적 일상생활
동작제한, 인지기능장애, 문제행동은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
이용과 재가서비스 이용에 대한 선택에서는 여성은 시설을,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는
시설을, 차상위계층은 재가, 동거가족이 있은 경우, 중소도시 거주는 시설을 이용하며,
일상생활수행동작제한, 수단적일상생활동작제한, 인지기능장애, 문제행동은 시설서비스
이용을, 간호처치욕구는 재가서비스 이용을 선택하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보호에 대한 이용을 신고전학파경제학적인 측면에서 분석한 일부 연구도 있다
(O'Sullivan, 2002; 박창제․양봉민, 2008). 이들의 연구는 부양자의 장기요양보호에 관
한 의사결정과정을 Becker(1965)의 가계생산경제모형을 기반으로 분석하였다.
O'Sullivan(2002)은 Becker의 가계생산모형을 이용하여 공식보호서비스에 대한 이용
에 대하여 피부양자 선호, 피부양자의 초기기능수준, 비근로소득, 시장임금률, 시장가
격을 독립변수로 하여 프로빗모형(probit model)을 설정하였다. 모형을 분석한 결과 피
부양자의 소득변수가 공식 보호서비스 이용에 유의하게 부정적 영향을 주고 IADL과
ADL 제한 수는 공식 보호이용과 유의한 관계가 있었다. 부양자의 연령은 공식 보호
이용과 양의 관계가 있었다. 건강하지 않은 부양자들은 비공식 보호의 한계생산이 낮
아서 공식 보호서비스 이용을 준비할 가능성이 더 많다는 가설을 세웠다. 부양자의 교
육수준은 공식 보호이용과 유의하게 부적인 관계였다.
박창제와 양봉민(2008)은 Becker(1965)의 가계생산모형을 기반으로 치매노인가족이
병원보호와 집에서의 가족의 비공식 보호 선택에 미치는 영향요인이 무엇인지 파악하
기 위하여 피부양자의 특성, 부양가족소득, 비공식 부양생산기술, 가계생산기술, 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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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선호를 독립변수로 한 프로빗분석을 하였다. 분석결과 피부양자의 특성인 연령은 병
원보호선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배우자가 있음은 병원보호선택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양가족의 소득은 병원보호선택에 아주 유의성이 높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공식 부양생산기술에 속하는 ADL제한이
많을수록 병원보호선택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고 부양자의 선호요인에 속하는 부양
관계가 배우자와 며느리인 경우는 병원보호선택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장기요양보호서비스 이용결정요인분석에서 Becker(1965)의 신고
전파 경제모형을 이용하였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학술적 가치가 있다. 그러나 이 연구
는 보건의료세팅에 속하는 요양병원서비스 이용과 가족의 전적인 비공식 재가보호의
선택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데 그침으로써 실질적인 장기요양보호서비스 이용결정
요인을 파악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선행연구를 검토한 결과 노인장기요양보호서비스 이용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가 주
로 Andersen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분석결과는 노인 부양자들이 장기요양보
호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미치는 결정요인에 관한 귀중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그러나 이
윤경(2009)과 박창제, 양봉민(2008)을 제외한 여타의 모든 연구가 장기요양보호서비스
이용의향에 관한 연구들이었다. 이들의 연구도 현재 실시되고 있는 장기요양보험제도
하의 서비스이용에 대한 연구가 아니라 실시되기 이전의 시범사업이거나 실시되기 이
전의 서비스에 관한 연구였다.

Ⅲ. 연구 방법
1. 부양행동 분석모형의 구성
본 연구는 모형을 구성함에 있어서 신고전학파 경제 모형을 기반으로 White-Means와
Chang(1991)과 Sullivan(2002), 그리고 박창제, 양봉민(2008)이 구성한 부양행동모형을 참
고하였다. 신고전학파 경제모형(new classical economic model)은 주어진 제약조건
(constraints) 하에서 효용(utility)을 극대화시킨다는 모형이다. 본 연구에서는 부양가족 구
성원이 예산과 시간제약(budget and time constraints) 하에서 공동의 효용함수(common
utility function)를 극대화한다는 Becker(1965)의 가계생산모형을 기반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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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상 한계점을 보완하고 본 연구의 목적을 잘 반영하기 위하여 장기요양서비스선
택모형을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2)
PK(XLC) = C(ED, B, V, EHC, EHP, SLC), 단, k = 0, 1
ED는 피부양자의 특성(연령, 배우자 유무, 성별 등), B는 피부양자의 기능 및 상태
수준(ADL 제한, 질병, 치매 등), V는 부양자의 가계소득이다. EHC는 부양생산기술

2) 기본적인 부양행동모형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U=부양자의 효용. X=시장재의 벡터.
XLC=노인요양서비스 벡터(방문요양, 요양시설, 방문간호, 요양병원 등). GHC=가족의 노인수발. GHP=기타
가계생산재. L=여가 시간. S=선호변화요인 벡터(즉 부양자의 성, 결혼상태, 관계, 연령, 건강, 경제활동
등). w=부양자의 임금률. M=노동시장에 대한 공급시간. V=부양자의 비임금 소득. PX=시장재의 가격.
PLC=요양서비스의 가격. T=총가용시간. 즉 하루 24시간. HHC=노인수발에 들이는 시간. HHP=가계생산에
들이는 시간.
생산함수 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단
EHC=노인수발활동의 생산기술. EHP=기타가계재의 생산기술.
Z=대리수발자의 주부양자 대체 정도. H=노인의 기능 및 상태.
F=가계의 인적 자본. C=가계내 피부양자의 수(어린 자녀와 청소년).
위의 모형에 따르면 부양자는 시장생산재화(X+XLC), 가계생산재화(GHC+GHP), 여가(L)에 대하여 수요를
갖는다. 수요함수는 다음과 같이 표기된다.
             
            
             
O'Sullivan(2002)의 전환방식과 박창제, 양봉민(2008)의 연구모델을 토대로 위의 모형을 장기요양보호서
비스 이용 행동에 이론 방정식을 전환할 수 있다. 즉, 공식 보호서비스이용방정식의 일반적인 형태는 서
비스이용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구성할 수 있다.
PK(XLC) = C(w, V, PX, PC, SLC, EIC, EHP), 단, k = 0, 1
여기서 PK(LC)는 부양가족이 특정 장기요양 보호 서비스를 선택할 확률을 나타낸다.
위의 장기요양서비스 선택방정식은 조사의 한계로 인하여 독립변수가 부양자의 임금과 비임금소득, 그
리고 시장재의 가격을 파악할 수 없었다. 조사상 한계점과 본 연구의 목적을 잘 반영하기 위하여 장기
요양서비스선택모형을 다음과 같이 재구성하였다.
PK(XLC) = C(ED, B, V, EHC, EHP, SLC), 단, k = 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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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e production technology), EHP는 기타 가계재의 생산기술(production technology
of household goods), SLC는 부양자의 선호변수(preferences of caregiver)(성별, 결혼상
태, 관계, 연령, 건강상태, 부정적인 정신 건강, 경제활동)를 나타낸다.

2. 자료수집과 조사도구
1) 조사 대상 및 자료수집절차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2008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
할 자격이 부여되는 요양등급을 공식적으로 판정받은 노인을 장기요양보호서비스를 이
용하여 부양하고 있는 부양가족이다. 조사대상으로 선정한 장기요양보호서비스 유형은
방문요양서비스, 노인요양시설서비스, 방문간호서비스, 요양병원보호서비스로 한정하였
다. 이렇게 설정한 이유는 우선 장기요양보호(Long Term Care)가 보건의료(health
care)와 사회적 보호(social care)라는 요소로 구성되기 때문에 보건부문과 사회부문 사
이에 위치를 하고 있다(OECD Health Division, 2005)는 것이고, 두 번째는 노인장기요
양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재가요양급여(방문요양, 방문간호, 주야․야간보호, 단기보호)
중 방문요양이 가장 핵심적인 재가서비스이면서 이용자 많고, 시설급여(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중에서는 노인요양시설이 핵심서비스이고 이용자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였다는 것이다. 방문요양서비스와 요양병원서비스는 보건의료라는 측면에서 고려
되었는데, 이 중 요양병원서비스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사
회보험인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고 있다. 또한 노인전문노인복지법에는 노인전문병원이
노인의료복지시설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요양병원서비스는 건강보험의 등급심판위원
회가 판정한 등급에 따라서 이용할 수 있는 기관은 아니지만 서비스별 비교가 가능하
고 분석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하여 요양등급이 3급 이상이면서 요양병원을 이용하는
노인도 조사대상에 포함시켰다. 조사대상의 대상지역은 광역시 두개지역(부산광역시와
대구광역시)과 경북과 경남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도시 7개 지역(진해, 마산, 창원, 구미,
상주, 김천, 문경)을 선정하였다. 조사기간은 2009년 2월 15일에서 3월 20일 사이에 이
루어졌다. 총 회수된 설문지는 460부였다. 회수된 설문지 중에서 결측치가 있고, 작성
오류가 있는 것을 제외하고 방문요양 151부, 방문간호 67부, 노인요양시설 107부, 요양
병원 92부 총 417부가 본연구의 분석 표본으로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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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과정은 장기요양등급을 판정받은 요보호노인의 보호유형에 따라 해당 기관
의 전문직 종사자들이 조사대상자를 대상으로 직접 면담하는 방식으로 수행하였다.
2) 조사 도구
위에서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표기한 모형을 바탕으로 변수를 구성하였다.
(1) 종속변수
장기요양보호서비스 유형 선택
가) 방문요양서비스 대 노인요양시설서비스
나) 방문간호서비스 대 요양병원서비스
다) 노인요양시설서비스 대 요양병원서비스
(2) 독립변수
가) 피부양자 특성
(가) 연령: 연속변수 (나) 배우자: 있음=1, 기타=0
(다) 성별: 남성=1, 여성=0
나) 부양가족 소득
(가) 월간수입(단위: 원)
다) 노인 기능 및 상태
(가) ADL 제한정도: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 위원 매뉴얼」에서 열거한 신체
기능(기본적 생활기능)(K-ADL)에서 대변조절하기, 소변조절하기를 제외하고 머리감기
를 포함하여 4점 척도로 구성하였고 제한 평가점수는 항목 점수를 합산하여 사용하였음.
(나) 질병수: 노인 보유 질병수 (다) 치매: 있음=1, 없음=0
(라) 중풍: 있음=1, 없음=0

(마) 등급: 1등급=1, 2-3등급=0

라) 부양생산기술
(가) 부양대체원: 있음=1, 없음=0

(나) 동거: 동거=1, 비동거=0

마) 가계생산기술
(가) 부양자교육수준: 연속변수
바) 부양자 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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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성별: 남성=1, 여성=0 (나) 결혼상태: 결혼=1, 기타=0
(다) 관계: DMU1: 1=아들, 여타=0 DMU2: 1=며느리, 여타=0
DMU3: 1=배우자, 여타=0
(라) 연령: 연속변수 (마) 연령제곱3): 연속변수
(바) 건강상태: 좋음=1, 아님=0
(사) 부정적인 정신건강(우울)정도: Radloff(1977)가 개발한 20개 항목의 우울 척
도(CES-D)를 사용하였고, 요인분석결과 일관성이 없는 4개 문항을 제외하였음. 우울
정도는 항목별 값을 합산하여 사용.
(아) 경제활동: 하고 있음=1, 하고 있지 않음=0
3) 척도의 신뢰도 분석
구성된 척도의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리커트척도(Likert Scale)로 구성된 본 연
구의 조사도구들에 대하여 내적 일관성 척도인 크론바하 알파계수(Cronbach α
coefficient)를 구하였다. 분석결과 ADL 척도 0.943, 부정적인 정신 건강인 우울척도
0.95(일관성이 없는 4개 문항 제외)로 신뢰도가 높게 나타났다(표 1 참조).
<표 1> 척도의 신뢰도분석
변수항목

알파계수

항목수

ADL

0.943

11

우울

0.942

16

Ⅳ. 분석 결과
1. 변수의 기술적 통계
본 조사에 포함된 417명의 보호유형별로 피부양자의 특성, 기능 및 상태, 부양생산
기술, 가계생산기술, 부양자 선호에 대한 통계를 <표 2>에 제시하였다.
3) 연령제곱을 한 것은 2차방정식여부를 보기 위한 것이다. 왜냐하면 부양자의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증가하다가 감소하거나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부양자가 중년이전,
중년, 노년기에 따라 부양선택이나 부양시간량이 다른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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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독립변수의 기술통계
변수
1) 피부양자 특성
(1) 연령
(2) 배우자(1=있음)
(3) 성별(1=남성)
2) 부양가족 소득
(1) 월간수입(천원단위)
3) 기능 및 상태
(1) ADL 제한정도
(2) 질병수
(3) 치매(1=치매)
(4) 중풍(1=중풍)
(5) 등급(1=1등급)
4) 부양생산기술
(1) 부양대체원(1=있음)
(2) 동거(1=동거)
5) 가계생산기술
(1) 부양자 교육수준
6) 부양자 선호
(1) 성별(1=남성)
(2) 결혼상태(1=결혼)
(3) 관계
DUM1(1=아들)
DUM2(1=며느리)
DUM3(1=배우자)
(4) 연령
(5) 연령제곱
(6) 건강상태(1=건강)
(7) 부정적정신건강
(8) 경제활동(1=경활)

노인요양시설
(n=107)

평균(표준편차)
방문간호
(n=67)

79.30(7.47)
0.46(0.50)
0.34(0.48)

79.81(7.14)
0.32(0.47)
0.21(0.41)

2,078(2,634)

방문요양
(n=151)

요양병원
(n=92)

전체
(n=417)

78.76(9.15)
0.52(0.50)
0.28(0.45)

77.88(7.45)
0.32(0.47)
0.23(0.42)

79.03(7.68)
0.40(0.49)
0.28(0.45)

2,382(1,410)

1,499(1,420)

2,759(1,872)

2,213(2,063)

34.48(7.86)
3.27(1.62)
0.44(0.50)
0.23(0.42)
0.56(0.50)

35.71(8.55)
2.62(1.47)
0.54(0.50)
0.33(0.47)
0.88(0.33)

33.28(8.26)
3.11(1.29)
0.33(0.47)
0.32(0.46)
0.52(0.50)

34.84(9.18)
2.89(1.30)
0.40(0.49)
0.39(0.49)
0.70(0.46)

34.68(8.42)
2.99(1.50)
0.44(0.50)
0.31(0.49)
0.62(0.49)

0.63(0.48)
0.81(0.40)

0.50(0.50)
0.20(0.40)

0.48(0.50)
0.90(0.30)

0.42(0.49)
0.29(0.46)

0.52(0.50)
0.55(0.50)

11.1(4.17)

12.5(3.45)

8.2(4.73)

12.5(3.48)

11.3(4.22)

0.31(0.46)
0.83(0.37)

0.61(0.49)
0.86(0.35)

0.40(0.49)
0.87(0.34)

0.55(0.50)
0.88(0.32)

0.46(0.50)
0.86(0.35)

0.22(0.41)
0.28(0.45)
0.23(0.42)
55.12(12.76)
3199(1529)
0.14(0.35)
17.63(11.64)
0.49(0.50)

0.50(0.50)
0.20(0.40)
0.08(0.27)
50.44(10.95)
2663(1147)
0.22(0.42)
13.21(10.31)
0.71(0.46)

0.19(0.40)
0.25(0.44)
0.40(0.49)
59.42(14.10)
3726(1694)
0.27(0.45)
14.63(9.60)
0.48(0.50)

0.51(0.50)
0.14(0.35)
0.13(0.34)
51.75(10.03)
2777(1099)
0.39(0.49)
12.78(11.63)
0.67(0.47)

0.35(0.48)
0.22(0.42)
0.20(0.40)
53.87(12.34)
3053(1423)
0.24(0.43)
14.94(11.12)
0.59(0.49)

노인의 배우자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재가서비스(방문요양, 방문간호) 이용자가
높고 시설서비스(노인요양시설, 요양병원) 이용자가 낮았다. 성별로는 남성이 여성에
비하여 시설보다는 재가서비스 이용자가 많았다.
노인 부양가족의 소득은 재가 이용가족이 시설 이용가족보다 낮았다. 방문간호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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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은 월평균 1,499천원에 지나지 않았지만 요양있다. 연령은 평균적으로 노인요양시
설 이용 노인이 가장 높았지만 병원 이용자는 월평균가족소득이 2,759천원으로 가장
높았다. 노인요양시설 이용자의 가족소득이 월평균 2,382천원, 방문요양 2,078천원의
순으로 나타났다. ADL제한정도는 노인요양시설이용자가 가장 심하였지만 서비스 유
형간 차이가 큰 차이가 없었다. 질병수는 재가이용자가 시설이용자에 비하여 많은 것
으로 나타났다. 치매는 노인요양시설이용자가 가장 많고 그 다음은 방문요양서비스이
용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풍은 요양병원이용자의 유병률이 가장 높고 노인요양시설이용자와 방문간호이용
자의 유병률은 비슷하게 나타났고, 방문요양이용자의 유병률은 가장 낮았다. 본 조사
에 따르면 장기요양서비스 유형별 요양 1등급인정자의 비율은 노인요양시설이용자의
88%, 요양병원이용자의 70%, 방문요양이용자의 56%, 방문간호이용자의 52%로 시설서
비스 이용자가 재가서비스이용자보다 1등급의 비율이 높았다.
주부양자를 대신할 부양 대체원이 있다는 부양자의 경우 방문요양비율이 가장 높았
고, 그 다음은 노인요양시설, 방문간호, 요양병원 순이었다. 주부양자와 피부양자 동거
비율은 재가서비스이용자가 시설서비스이용자보다 높았다.
부양자의 교육수준은 방문간호이용자가 가장 낮았고, 다른 서비스 이용자의 교육수
준은 비슷하였다.
부양자의 성별은 시설서비스 이용노인의 부양자는 남성의 비율이 높았지만, 재가서
비스 이용노인의 부양자는 여성의 비율이 높았다. 부양자의 결혼상태는 서비스 이용유
형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피부양자와 부양자의 관계에서 아들인 경우는 시
설인 노인요양시설과 요양병원이용자가 각기 50% 정도 차지하였지만 재가서비스 이
용자는 아주 낮았다. 반면 방문요양과 방문간호의 경우엔 부양자와 피부양자간의 관계
가 며느리와 배우자의 비율이 높았다.
부양자의 연령은 방문간호가 가장 높은 평균 약 59세이고, 방문요양은 평균 약 55세
인 반면 노인요양시설은 평균 약 50세, 요양병원은 평균 약 52세로서 재가서비스 이용
노인의 부양자가 연령이 높은 편이었다. 부양자의 건강상태는 대체로 좋지 않은 편이
었는데, 그 중에서도 방문요양이용 노인의 부양자가 건강상태가 가장 좋지 않았고, 그
다음으로는 노인요양시설, 방문간호, 요양병원 순으로 나타났다. 부양자의 부정적 정신
건강은 방문요양이 가장 나쁘게 나타났고 그 다음은 방문간호, 노인요양시설, 요양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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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순으로 나타났다. 부양자의 경제활동은 시설 이용노인의 부양자가 경제활동이 높은
반면 재가서비스 이용노인의 부양자는 낮은 편으로 나타났다.

2. 노인장기요양보호서비스 유형 선택 결정요인
독립변수들간의 다중공선성문제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관관계분석을 하였다. 분석결과
는 독립변수들간 상관계수 값이 0.5이하로 나타나서 다중공선성의 위험이 거의 없었다.
노인 부양자가 여러 가지 장기요양보호서비스 중 특정 서비스를 선택하게 되는 요
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회귀모형을 구성하고 로지스틱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표 3>
은 부양가족이 장기요양보호서비스 어떻게 선택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이원 로지스
틱분석의 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본 분석에 사용한 우도비검정모형은 방문간호와 요양병원서비스간 모형을 제외하면
적합성이 높고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1) 노인요양시설서비스와 방문요양서비스간 선택 모형
우도비검정의 결과에 따르면 방문요양서비스와 노인요양시설서비스간 선택에서 노
인요양시설서비스를 선택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노인의 질병수, 요양판정등급,
부양대체원, 부양자와 피부양자의 동거, 부양자 교육수준, 부양자의 부정적 정신건강으
로 나타났다.
피부양자의 특성에 해당하는 요인들(연령, 배우자 유무, 성별)은 모두 노인요양시설
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없었다(p>0.1). 부양자의 가계소득도 영향을 미
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p>0.1).
피부양자의 기능 및 상태요인에서는 질병수가 많다는 사실은 노인요양시설서비스를
선택하는데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정적 영향을 미치고(p<0.01), 치매 역시 노인요양시
설서비스를 선택하는데 유의성은 낮지만(p<0.1),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정적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인요양보험의 판정 등급이 높을수록 노인요양시설서비
스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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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부양가족의 노인장기요양보호서비스 유형 선택 회귀결과
구분
상수
피부양자 특성
(1) 연령
(2) 배우자(1=있음)
(3) 성별(1=남성)
부양가족 소득
(1) 월간수입
피부양자의 기능 및 상태
(1) ADL 제한
(2) 질병수
(3) 치매(1=치매)
(4) 중풍(1=중풍)
(5) 등급(1=1등급)

모형 1
-0.023
(4.664)

모형 2
0.180
(6.231)

모형 3
-0.171
(4.626)

-0.066
(0.043)
-1.464
(0.664)
-0.313
(0.629)

-0.011
(0.043)
-1.206
(0.778)
0.067
(0.891)

-0.052*
(0.030)
-0.251
(0.492)
-0.134
(0.506)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21
(0.032)
0.449***
(0.153)
*
0.912
(0.498)
-0.325
(0.610)
***
3.157
(0.609)

0.004
(0.040)
-0.273
(0.200)
0.126
(0.597)
0.139
(0.559)
*
1.065
(0.642)

-0.009
(0.023)
*
0.216
(0.120)
-0.482
(0.372)
0.496
(0.427)
-1.402***
(0.474)

-1.584***
(0.490)
***
-3.856
(0.583)

-0.839
(0.521)
***
-3.200
(0.723)

-0.027
(0.352)
0.655
(0.425)

-0.121*
(0.71)

0.227**
(0.089)

0.032
(0.058)

1.489
(0.960)
-0.030
(0.620)

0.067
(0.891)
-1.206
(0.778)

-1.690**
(0.859)
0.277
(0.593)

부양생산기술
(1) 부양대체원(1=있음)
(2) 동거(1=동거)
가계생산기술
(1) 부양자 교육수준
부양자 선호
(1) 성별(1=남성)
(2) 결혼상태(1=결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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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계
DUM1(1=아들)
DUM2(1=며느리)
DUM3(1=배우자)
(4) 연령
(5) 연령제곱
(6) 건강상태(1=건강)
(7) 부정적인 정신건강(우울)
(8) 경제활동
-2Log-likelihood
Nagelkerke R²
χ²

0.630
(1.032)
0.421
(0.645)
1.928
(1.496)
0.007
(0.132)
-0.001
(0.001)
0.273
(0.625)
-0.037*
(0.020)
0.110
(0.515)
147.872
0.732
28.636***

**

2.861
(1.318)
0.264
(0.854)
2.943
(1.421)
-0.030
(0.173)
0.000
(0.002)
0.441
(0.575)
0.032
(0.027)
0.463
(0.664)
118.282
0.620
3.959

1.264
(0.891)
-0.662
(0.574)
0.166
(1.285)
0.133
(0.153)
-0.001
(0.002)
0.893**
(0.404)
0.013
(0.017)
-0.302
(0.441)
225.581
0.292
22.061***

* p<0.1, ** p<0.05, *** p<0.01
주의: 모형 1=요양시설과 방문요양서비스이용 선택(요양시설=1)
모형 2=노인병원과 방문간호서비스 이용간 선택(노인병원=1)
모형 3=노인병원과 노인요양시설서비스 이용간 선택(노인병원=1)

부양생산기술에 해당하는 부양대체원이 있는 경우와 동거자가 있는 경우가 모두 노
인요양시설서비스를 선택할 가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p<0.01).
가계생산기술요인에 해당하는 부양자교육수준은 노인요양시설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유의하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0.1).
부양자 선호요인에 해당하는 요인들 중에는 부정적 정신건강요인 외에는 유의한 영
향 요인이 없었다. 부양자가 부정적 정신건강이 있으면 노인요양시설을 선택할 가능성
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적 유의성은 낮은 편이었다(p<0.1).
2) 요양병원서비스와 방문간호서비스간 선택 모형
여기에서는 보건의료(health care)가 중심서비스이면서 노인장기요양제도의 적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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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는 방문간호와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아니라 국민건강보험의 적용을 받고 있는 요양
병원서비스간 선택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우도비검정의 결과에 따르면 노인의
요양등급, 부양자와 피부양자의 동거, 부양자 교육수준, 주부양자가 아들인 경우로 요
양병원서비스를 선택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도 피부양자의 특성요인들은 요양병원서비스를 선택하는데 통계적으로 유의
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없었다(p>0.1). 가계소득도 요양병원서비스를 선택하는데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p>0.1).
피부양자의 기능 및 상태요인에서는 요양등급이 높을수록 요양병원을 선택할 가능
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통계적인 유의성은 낮았다(p<0.1).
부양생산기술요인에서는 부양자와 피부양자가 동거하면 요양병원을 선택할 가능성
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01).
가계생산기술요인인 부양자교육수준이 높으면 방문간호보다는 요양병원을 이용할
가능성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05).
부양자 선호요인에는 부양자가 아들이면 방문요양보다는 요양병원을 선택할 가능성
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05).
3) 요양병원서비스와 노인요양시설서비스간 선택 모형
여기에서는 시설보호서비스로서 보건의료(health care)가 중심서비스이고 사회적 돌
봄이 보조서비스인 요양병원서비스와 사회적 돌봄(social care)이 중심서비스이고 의료
가 보조서비스인 노인요양시설서비스간 선택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우도비검정
의 결과에 따르면 요양병원서비스를 선택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노인의 연령,
부양가계소득, 부양자의 성, 부양자의 건강상태로 나타났다.
피부양자의 특성 요인 중에는 연령이 요양병원선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적 유의성은 낮은 편이었다(p<0.1).
부양가계소득은 부양가족이 요양병원을 선택하는데 유의하게 정(+)적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
피부양자의 기능 및 상태요인에서는 질병수가 많아지면 요양병원을 선택하는데 유
의하게 정적 영향을 미치고(p<0.01), 요양판정등급이 높으면 요양병원비스를 선택하는
데 유의하게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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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생산기술요인과 가계생산기술요인은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없었다
(p>0.1).
부양자선호요인에서는 부양자가 남성이면 요양병원서비스 선택에 유의하게 부적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 부양자가 건강상태가 좋으면 요양병원을 선택
할 가능성에 유의하게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

Ⅴ.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장기요양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의 가족 부양자가 장기요양보호서비스
유형을 선택하는데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여 노인 장기요양서비스 이용행태에 대한 정
책적 함의를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었다. 이를 위하여 가족부양자가 장기요양보호서비
스를 이용하는 행태에 대한 결정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하였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의 연령이 높을수록 요양병원보다는 노인요양시설을 이용한다. 노인의 연
령이 고령화되면 될수록 요양보호 필요 요인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치료요인보다
는 노화로 인한 신체적 허약과 일상생활동작제한요인이 클 것이다. 따라서 고령화될수
록 의료적 지원보다는 일상생활동작에 대한 지원이 더 필요하게 될 것으로 추측된다.
분석결과는 이러한 현상을 잘 보여주고 있다. 박창제, 양봉민(2008)의 연구에서는 연령
은 병원보호에 부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병원보호보다는 가정에서 돌보
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윤경(2009)의 연구에서는 연령이 재가, 시
설 서비스이용여부나 시설과 재가간 선택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가족소득이 높을수록 노인요양시설보다는 요양병원을 이용한다. 이는 부양자
의 가계소득이 노인요양시설과 요양병원간에 선택하는데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것은
의미한다. 실제 부양가족이 직접 부담하는 요양병원이용금액이 노인요양시설이용금액
에 비하여 훨씬 높다. 앞에서 기술하였듯이 박창제 외(2009)의 연구에 의하면 이용가
계의 이용부담금은 요양병원은 월평균 746,902원, 노인요양시설은 월평균 496,238원으
로 요양병원이 노인요양시설의 약 1.5배에 이른다. 본조사의 가족부양자의 평균 가족
소득이 2,213천원인 것을 고려하면 요양병원이용부담금은 가계에 큰 부담이 될 것이다.

- 85 -

한국지역사회복지학 제 33 집

박창제, 양봉민(2008)의 연구에서는 가계소득이 높을수록 병원보호를 선택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윤경(2009)의 연구에서는 시설 이용 대 미이용, 재가 이용 대 미이용 모두에
서 소득이 높을수록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시설서비스와 재가서비스 선
택에서는 소득이 높을수록 시설서비스보다는 재가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분석되었
다. 이러한 선행연구결과는 본 연구결과의 설득력을 뒷받침한다.
셋째, 노인의 질병수가 많거나 치매가 있으면 방문요양보다는 노인요양시설서비스를
이용한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노인이 보유 질병수가 많으면 일상생활동작지원과 더불
어 일정정도의 의료서비스를 요하기 때문에 부양가족이 이러한 서비스가 복합적으로
제공되는 노인요양시설서비스를 선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가정에서 치매노인을
수발하는데 있어서 겪는 위험과 수발부담이 아주 크기 때문에 가족부양자가 노인요양
시설서비스를 선택한다는 것은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는 부분이다.
넷째, 요양판정등급이 높으면 재가서비스(방문요양, 방문간호)보다는 시설서비스(노
인요양시설, 요양병원)를 이용한다. 노인의 요양판정등급이 높을수록 요보호수준이 높
아지기 때문에 가족부양자가 가정에서 돌보는 것이 점차 어려워진다. 따라서 요보호수
준이 높아지면 노인에 대한 부양이행단계상 재가보호에서 시설보호로 이동하게 된다.
또한 노인장기요양제도에서 노인요양판정이 1-2등급 대상자는 노인요양시설서비스 이
용가능자이고 3등급은 재가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러한 이유로 노인의
요양등급이 높아지면 부양자는 방문요양보다는 노인요양시설, 방문간호보다는 요양병
원을 이용하게 된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우리나라의 장기요양서비스제도의 요양서비
스 체계와 취지에 잘 부합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이윤경(2009)의 연구에서 3등급을
기준으로 하여 시설과 재가서비스 이용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등급이 선
택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와는 상반된다.
다섯째, 부양대체원이 있으면 노인요양시설서비스보다는 방문요양을 이용한다. 주부
양자가 부양대체원이 있다면 노인수발로 인하여 발생하는 업무과중과 스트레스를 어
느 정도 줄일 수 있고, 비용부담이 크고 노인 미수발로 인하여 초래될 수 있는 죄의식
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시설보다는 재가서비스를 선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박창제, 양봉민(2008)의 연구에서는 부양대체원 여부가 서비스이용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부양자와 피부양자가 동거하면 시설서비스보다는 재가서비스를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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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자가 피부양자와 동거하고 있으면 비동거자에 비하여 이미 노인 수발환경과 기술
에 익숙할 것이다. 반면 동거하지 않는 부양자는 수발을 위한 이동시간 및 교통비용이
나 가족환경변화로 인한 적응의 어려움이 발생할 것이다. 따라서 피부양자와 동거하는
부양자는 노인요양시설보다는 방문요양서비스를, 요양병원보다는 방문간호를 이용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일곱째, 부양자의 교육수준이 높으면 노인요양시설보다는 방문요양을, 방문간호보다
는 요양병원서비스를 이용한다. 흥미롭게도 부양자의 교육수준은 사회적 보호세팅
(social care setting)과 보건의료세팅(health care setting)에 따라 시설보호와 재가보호
의 선택에 다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이 높은 부양자가 수발(care)을
중점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설서비스보다 재가서비스를, 의료(health care)를 중점으로
하는 경우에는 재가서비스보다는 시설서비스를 우월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교육수준이 높은 부양자가 장기요양서비스의 유형을 선택할 때 비용부담보다는
노인의 요보호서비스에 대한 질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판단된다. O'Sullivan
(2002)의 연구에서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공식보호 이용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파
악하였다. 그러나 박창제, 양봉민(2008)의 연구에서는 교육수준이 서비스이용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덟째, 부양자가 아들이면 방문간호보다는 요양병원서비스를 이용한다. 아들은 다
른 가족원에 비하여 경제활동을 할 가능성이 많고 여성부양자(예컨대, 여성배우자나
며느리)에 비하여 노인을 돌보는 기술과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요양병원서비스를 이
용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박창제, 양봉민(2008)의 연구에서는 부양자가 배우자와 며느
리인 경우 병원보호를 선택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본 연구결과와
어느 정도 일치하는 분석결과이다.
아홉째, 부양자가 부정적 정신건강, 즉 우울정도가 심하면 노인요양시설보다는 방문
요양을 이용한다. 이는 부양자가 재가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우울정도가 높지만 다른 이
유들(예를 들어, 소득이나 전통적 가족관 등)로 인하여 노인요양시설을 이용하지 못하
는데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박창제, 양봉민(2008)의 연구에서는 부정적 정신건강
이 서비스이용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도 요양병원
과 방문간호간 선택모형, 요양병원과 요양시설간 선택 모형에서는 유의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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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에 대한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보호의 연속성(continuum of care) 차원에서 보건의료와 장기요양보호의 통합
적 체계를 더욱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기본적으로 병원(hospital)의 주요 목적은 환자
를 치유(cure)하는 것이고 장기요양시설(long-term care facilities)은 돌보는 것이 원칙
(principle of care)이다(Leichsenring et al., 2005). 그러나 고령화되면 될수록 다양한
종류의 보건의료와 사회적 보호 서비스가 복합적으로 요구된다. 일반적으로는 노인의
장기요양보호는 지역사회보호나 노인요양시설보호가 노인이나 가족에게 더 적절한 것
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질병이 급성기적이거나 다중적, 복합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노
인에게는 의료서비스가 중심이 되는 요양병원은 이상적인 세팅이 될 수 있다. 나아가
일부 노인과 부양자는 의료적 개입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에 위안을 받기도 한다는
점에서도 그렇다. 그러나 병원세팅은 노인이 집같은 분위기에 익숙하거나 치료가 힘든
노화로 인한 허약과 만성질환일 경우엔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다. 본 연구 분석결과에
서도 이러한 특성들을 잘 나타내주었다.
둘째, 장기서비스 이용의 형평성 차원에서 정책적 개선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부
양가족이 소득이 높을수록 노인요양시설보다는 요양병원을 이용하는 경향이 있는 것
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소득수준에 따른 서비스이용의 차이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가 사회보험으로서 갖고 있는 소득재분배 기능과 서비스 이용의 형평성에 대한 의문
을 제기한다. 따라서 장기요양대상이지만 보건의료가 중심이 되는 요양병원 이용이 불
가피한 노인에 대하여는 장기요양보험에서 일정정도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의 적용도 받지 못하는 간병료에 대하여 지원을 한다든지,
소득이 낮은 노인층에 대하여 한시적인 본인부담비율의 축소 및 본인 부담감면 등의
한 정책적 방안이 신중히 검토될 필요가 있다.
셋째, 재가서비스 이용 가족부양자에 대한 지원을 더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급격한
고령화와 가족 수발여건의 악화에도 불구하고 선진 OECD국들이 비공식 보호체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OECD, 2005). 비공식보호의 강조 배경에는 사회적 비용 절감
은 물론이고 노인의 삶의 질을 고려한 측면도 있다. 왜냐하면 노인들은 재가서비스보
다 시설서비스를 받을 때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이다(Aneshensel et al., 1995). 그
러나 우리나라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는 시설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2등급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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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요양등급을 받은 노인을 가정에서 수발한다고 해서 특별한 지원정책이 없다. 본
연구결과에 의하면 부양자가 피부양자와 동거하고 있거나 부양대체원이 있으면 시설
서비스보다 재가서비스를 이용하는 경향이 있지만 재가서비스를 이용하는 부양자는
시설서비스 이용자에 비하여 우울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족 부양자가
시설서비스 이용가능자를 사회적 보호를 이용하지 않고 전적으로 돌보거나 재가서비
스를 이용할 경우에는 적절한 금전적 및 비금전적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가족기능 향상과 부양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지역사회보호를 확대시키고
사회적 비용도 절감시키는 좋은 방안이 될 것이다.
본 연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실시된 이후, 장기요양보호서비스 이용을 결정하
는 요인을 분석한 초기연구이자 합리적 의사결정모형인 신고전파경제모형을 이용하여
사회적 보호와 보건의료의 선택, 재가서비스와 시설서비스의 선택에 미치는 결정요인
을 분석한 최초의 연구로서 학술적, 정책적으로 의미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다음
과 같은 한계를 지닌다. 첫째, 표집상 편의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지역적으로 대구,
경북, 부산, 경남이라는 지역을 한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무작위 표집 방식이 아니라
유의표집(purpose sampling)을 행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어려
움이 있다. 둘째, 본 연구모형에서 다루어지지 않았지만 중요한 변수들이 제외되었을
수 있다. 예컨대 서비스에 대한 가치관, 문제행동, 거주지역 등이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연구모형에 포함되지 못함으로써 모형의 적합성을 떨어뜨렸을 가
능성이 존재한다. 셋째, 장기요양보호서비스 유형분류의 한계가 존재한다. 즉, 장기요
양병원서비스 이용자는 장기요양 등급과 관계없이 입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들을 장
기요양등급에 따라 서비스 이용에 큰 영향을 받는 방문요양, 방문간호, 장기요양시설
보호 이용자와 비교하는 것은 연구 타당성을 저해할 수 있다.

- 89 -

한국지역사회복지학 제 33 집

참 고 문 헌
국민건강보험공단. 2010. 『정보공개 청구 답변자료』. http://www.nhic.or.kr/portal/site.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0. 『2009년 진료비통계지표』. 통계정보공개부 2010.5.10.
http://www.hira. or.kr.
김혜경. 2004. “요보호 노인 부양가족의 재가복지 및 재가복지서비스 유형별 이용의향
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56(4): 123-147.
박창제․김수영․주수현. 2009. “장기요양서비스의 비용분석”. 『한국노년학』 29(3):
1043-1061.
박창제․양봉민. 2008. “치매노인 부양가족의 병원보호선택의 결정요인”. 『노인복지연
구』 41: 79-102.
송다영. 2003. “가족부양자의 재가복지서비스 이용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분석”. 『한국사회복지학』 53: 105-128.
윤현숙. 2001. “노인가족부양자의 재가복지서비스 이용의향 및 필요도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 『한국노년학』 21(2): 141-161.
이가옥․이미진. 2001. “노인의 재가복지서비스 이용의향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 『한
국노년학』 21(2): 113-214.
이윤경. 2009.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이용형태 결정요인 연구”. 『한국노년학』 29(3):
917-933.
이재모․이신영. 2006. “노인의 재가복지서비스 이용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
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32: 203-222.
Andersen, R. M. 1995. "Revisiting the Behavioral Model and Access to Medical
Care: Does it Matter?"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36: 1-10.
Aneshensel, C. S., L. I. Pearlin, J. T. Mullan, and S. H. Zarit. 1995. Profiles in
Aaregiving: the Unexpected Career. San Diego: Academic Press.
Barrayo, E. A., J. R. Salman, L. Polivka and B. D. Dunlop. 2002. "Utilization across
the Continuum of Long-term Care Services." The Gerontologist 42(5):
603-612.
Bass, D and L. Noelker. 1987. "The Influence of Family Caregivers on Elder's Use
of In-home Services: An Expanded Conceptual Framework." Journal of

- 90 -

가족부양자의 장기요양보호서비스 이용 결정요인

Health and Social Behavior 28: 184-196.
Becker, G. S. 1965. “A Theory of the Allocation of Time.” Economic Journal 75:
493-517.
Brody, E. M. 1985. “Parent Care as a Normative Family Stress.” Gerontologist 25:
19-29.
Cohen, Shirley and Rachel Warren. 1985. Respite Care: Principles, Programs and
Policies, Austin, Tex. Pro-Ed, Inc.
Kingson, E., B. Hirshorn and J. Cornman. 1985. Ties That Bind: Gerontological
Society of America. Cabin John, MD: Seven Locks Press.
Leichsenring, K., G. Roth, Margit Wolf, and Aris Sissouras. 2005. “Moments of
truth. An Overview of Pathways to Integration and Better Quality in
Long-term Care.” In Jenny Billings, Kai Leichennring(Eds). Integrating
Health and Social Care Services for Older Persons: Evidence from Nine
European Countries(pp.13-38). Ashgate Publishing Company.
Mitchell, J. and J. A. Krout. 1998. "Discretion and Service Use among Older Adults:
The Behavioral Model Revisited." The Gerontologist 38(2): 159-168.
O'Sullivan, Amy K. 2002. “Caregivers to the Elderly with Dementia: Informal Care
Provided, Employment Choices, and Formal Care Arranged." Unpublished
Ph.d. Dissertation. Johns Hopkins University.
OECD. 2005. Long Term Care for the Older People.
Radloff, L. 1977. "The 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Depression Scale: A
Self-Report Depression Scale for Research in the General Population."
Journal of the American Geriatrics Society 37: 697-705.
Stephen, OK. 2001. The Continium of care in the 21st century, and action guide:
helping federations meet the needs of our jewish elderly, united jewish
communities, Human Services & Social Policy Pillar and Washington Action
Office.
White-Means, I. Shelley, and Cyril F. Chang. 1991. "Family Choices with Managed
Care for the Home Bound Elderly." Southern Economic Journal 58(1):
203-24.

- 91 -

한국지역사회복지학 제 33 집

Abstract

Determinants of Long Term Care Service Use
of Family Caregiver
Park, Chang-J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se determinants of long term care service
use of family caregivers with elderly, and then to discuss the findings.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while cargiving family with relatively older elderly use more
facility care for the elderly than long term care hospital, cargiving family with
higher household income use more long term care hospital than facility care for the
elderly. Second, caregiver with more number of diseases or demented elderly, or
caregiver with substitute tend to use more long term care hospital than home care
service by formal caregiver. Third, caregiver with higher level of care judged by
longtermcare tend to use more facility care services(e.g., facility care for the
elderly, long term care hospital) than home care service(e.g., home care service by
formal caregiver, home nursing service). Fourth, caregiver co-residing with elderly
tend to use more home care service than facility care services. Fifth, caregiver
with higher level of education tend to use more long term care hospital than home
care service by formal caregiver. Sixth, son of the elderly tend to use more long
term care hospital than home nursing by certificated nurse.
Keywords: elderly needing long term care, family caregiver,
behaviors utilizing long term care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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