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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국가의 통합적 장기요양체계에 대한 비교연구*12)
김찬우(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전공 전임강사)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노인수발보험법 제정시점에 맞추어, 최근 OECD 국가들의 장기요
양 관련 논의에서 핵심사항인 통합적 케어 체계(integraed long-term care system) 구축에 관해 종
합적인 고찰을 해보고 우리나라 장기요양제도 설계에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는 데 있다. 특히
제도의 세부적 사항에 대한 상당한 진행과 실시의 임박에도 불구하고 거시적 입장에서 통합적
케어에 대한 논의가 부족한 한국의 상황에서, 본 연구는 OECD 국가의 장기요양관련 문헌들을
고찰하여 통합적 케어의 개념과 필요성을 살펴보고 구성요소별로 국가들의 요양제도를 분석하
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이미 여러 OECD 국가들은 통합적 케어 체계 구축을 진행함에 있어
행정전달체계, 기존서비스의 활용, 주거와 요양서비스의 통합, 케어 매니지먼트의 활용 등이라
는 국가적 전략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제 이러한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
하고 의료와 사회복지 영역간의 통합이 전반적으로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만큼 활발히 이루
어지고 있는 국가들은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통합적
체계의 구축을 위해서는 재정, 행정 및 관리, 조직, 서비스 전달체계, 실천적 수준 등에서 통합
을 위한 변화가 동시에 일어나야 하는 데 전반적인 사회정책상의 변화가 뚜렷이 발생하지 못
한 것에 있었다. 결론에서는 선진 고령국들의 교훈을 통해 우리나라 ‘노인수발보험제도’에서 통
합적 케어체계 구축이 제도적으로 뒷받침 될 수 있는 제언들을 제시한다.
* 핵심 용어 : 장기요양, 통합적 케어(integrated care), 케이스․케어 매니지먼트, 주거와 요양
의 통합, 노인수발보험제도, 케어의 연속망(continuum of care)

* 본 연구는 2006년 가톨릭대학교 교비연구비의 지원으로 이루어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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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2005년 7월에 전국 6개 지역에서 ‘노인수발보장제도1)’가 시범적으로 실시되었고 2006년
2월 7일 ‘노인수발보험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국회에서의 입법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
법안을 둘러싼 장기요양 관련 학계, 전문가협회, 노인단체 및 정부 부처간의 논의가 2000년
이후 상당히 다양한 수준에서 진행되어 왔으며, 1차 시범사업 실시를 통해 이미 대상자 평
가판정, 서비스 개발 및 수가책정, 관리 운영 등에서는 구체적인 논의가 완성되어 가고 있
다. 시범사업 거주지역 65세 이상의 기초생활 보호 대상자에게 실시된 1차 시범사업 진행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평가하여 2006년 2차 시범사업에는 시범사업지역의
비수급자 노인들에게까지 서비스가 확대될 전망이다(보건복지부, 2005). 현재 보건복지부의
안으로는 본 제도 시행과 관련된 다양한 시설인프라 및 인력 확충 등을 전제로 2008년에
본 제도를 전국적으로 실행하려는 계획이 수립되어 있다.
이러한 제도 실행과 관련된 준비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그 제도가 사회 여러 분
야와 사회복지 정책 및 실천 분야에 미칠 파장이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지난 수 년 간 ‘장기요양(long-term care)'에 대한 사회복지 학계에서의 논의는 충분한 사회
복지 관련 주체들의 관심사를 담아왔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 특히 장기요양 제도
는 그 제도의 특성상 의료, 보건, 간호 인력 중심의 의학적 케어 (medical care)와 사회복지
와 비공식적 인력을 중심으로한 수발적 케어(social care)의 통합적 노력이 전제되어야 함에
도 불구하고 제도운영과 관리 및 전달체계에 대한 논의에서 통합적 케어에 관한 학문적 논
의가 부족하게 진행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또 현재 설계된 ‘노인수발보험'제도가 지나치
게 일본 ‘개호보험제도’의 특징을 담고 있는 특성 역시 OECD국가들의 통합적 케어에 대한
논의가 한국에서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주요 원인으로 볼 수 있다.
통합적 장기요양 체계의 구축에 관한 논의는 아직 65세 이상 전체인구의 0.5%(한국보건
사회연구원, 2005)만을 대상으로 요양시설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우리나라의 현 실정에 비추
어 시기상조적 이라는 논의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많은 OECD 국가들이
1) 제도명칭과 관련하여 2995년 7월에는 ‘노인요양보장제도’로 시범사업이 실시되었으나 이후 2005년
10월 입법예고 실시에 앞서 ‘노인수발보장제도’로 개정되었고, 2006년 2월에 ‘노인수발보험법’으로 국
무희의를 통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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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면하는 장기요양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이슈인 재정지출 억제와 서비스 질 담보를 위한
비용효율적 장기요양 서비스 제도에 대한 논의에서 통합적 장기요양 제도 구축은 핵심적인
아젠다가 되고 있다(WHO, 2003). 1990년대 이후 서비스의 탈시설화 및 재가요양의 강조로
장기요양 재정의 안정화에 주력해온 많은 OECD 국가들은 의료적 특성이 강한 요양서비스
와 사회복지적 특성이 강한 요양서비스들 간의 연계 또는 통합 방식에 주목해 왔다(OECD,
2005). 이러한 각 국가의 장기요양 서비스들 간 연계 및 통합방식은 장기요양 제도의 재원
조달 및 전달체계 방식에 영향을 받으며 발전해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OECD 일부 국가들의 장기요양 서비스에 대한 자료의 심층적 비
교분석을 통해 최근 경향인 통합적 장기요양체계 구축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겠다. 본 연
구에서는 특히 다음 네 가지 사항에 대해 집중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겠다. 첫째, 통합적 장
기요양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위한 통합적 케어의 개념 정립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보겠
다. 둘째, 위의 논의를 통해 통합적 케어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여러 가지 관점에서 논의해
보고 특히 최근 OECD 장기요양 서비스의 통합 경향들에 나타나는 주요 특징들을 살펴보
겠다. 위의 두 가지 사항에 대한 고찰은 이상적인 요양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서비스 통합
체계의 논의에 필수적인 이론적 준거틀을 제시해 준다. 세째, 통합적 케어(integrated care)의
구성요소들을 국가별로 비교해보고, 케어의 연속망(continuum of care)의 구성을 위한 OECD
국가들의 최근 노력을 살펴보겠다. 넷째 통합적 케어 구축의 핵심요소인 케어 매니지먼트
체계에 대해 몇 유럽 국가들의 사례를 살펴보겠다. 통합적 케어의 여러 구성요소 중 케어
매니지먼트에 대한 논의는 우리나라 노인수발보험제도에 대한 시사성이 가장 강하여 보다
심층적인 논의를 하고자한다. 결론에서는 본 연구를 통한 한국의 ‘노인수발보험제도’에 대
한 현실적 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통합적 케어의 개념, 필요성 및 구성요소
장기요양 서비스는 그 서비스가 갖고 있는 속성상 다양한 영역간의 서비스가 복합적으로
제공되어진다. 즉 장기요양 서비스의 발달과정이 독자적으로 이루어져 왔다기보다는 크게
의료, 복지, 주거 서비스 등의 영역들에서 독자적 발달이 먼저 이루어진 상태에서 각의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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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들의 연계를 통해 오늘날 장기요양 서비스가 이루어져 왔다는 점이다. 따라서 서비스의
연계․조정․통합은 장기요양 서비스의 기본적인 속성으로 따로 연계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 자체가 불필요하게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OECD 국가들의 가장 큰 도전
은 요양 서비스 제공에 있어 서비스 전달 체계의 분절성이나 단편성을 통합적 케어 체계
구축을 통해 극복하는 것이다.

1. 통합적 케어의 개념
앞서 언급되었듯이 고령화로 인한 장기요양 비용의 급증을 막고 대상자에 보다 효과적인
서비스 전달을 위해 OECD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관심을 보이는 것이 통합적 케어(integrated
care) 체계의 구축과 전달이다. WHO(2003)에 의하면 통합적 케어는 “치료(cure)와 케어영역
간의 또는 각 영역내의 재정, 행정 및 서비스 공급 차원의 연결성(connectivity), 적소배치
(alignment) 그리고 협동적 노력(collaboration)을 구축하기 위해 설계된 케어 모델이나 정책”
으로 정의 된다. 통합적 케어제공의 기본 목적은 첫째, 케어의 질과 대상자 삶의 질을 증진
시키고, 둘째 다양한 공급자와 케어 체계들이 요구되어지는 대상자의 복합적 요양욕구 해
결을 위해 서비스의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데 있다.
통합적 케어의 개념은 장기요양 서비스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나 장기요양서비스가 의
료적 케어와 사회복지적 케어의 특성을 동시에 갖고 있고 그 대상자가 복합적인 케어 욕구
를 갖고 있어 통합적 케어 논의는 장기요양 제도 이해를 위한 기본적 개념이 된다. 특히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허약(frail) 노인들은 현재 산발적이며 분절적인 장기요양 서비스의 가
장 큰 피해 집단이며 동시에 통합적 케어에 의한 혜택을 가장 크게 누릴 수 있는 집단으로
볼 수 있다. 재가허약노인들은 지속적인 의료적 문제와 독립적인 생활의 장애를 동시에 갖
고 있는 경우가 많아 의료적 서비스와 사회복지적 서비스를 동시에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
다(Kodner, 2000).
그러나 많은 국가들의 통합적 케어에 대한 관심, 필요성 및 수요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국가들이 해결해야할 과제는 다양한 영역에 걸쳐있다. 종합적인 요양욕구평가체계 도입, 요
양 서비스 페키지의 결합, 인력관리 현안, 다양한 서비스 공급자들 간의 조정은 장기요양체
계 구축의 큰 도전이 되고 있다. 특히 제한된 재원 한도에서 한 대상자의 급성치료,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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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 그리고 장기적 케어의 기간동안에 필요한 전달체계의 연계․조정․통합은 지속적으로
해결해야할 과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OECD 국가들의 통합적 장기요양 체계 구축 전략은 크
게 세 가지 차원에서 진행되어 왔다. OECD 국가들의 장기요양 제도는 급성 케어와 장기
요양의 통합(integration of acute and long-term care), 재정과 전달체계의 통합(integration of
financing and service delivery) 및 재가와 시설요양의 연속적 케어망(continuum of care) 구축
이라는 세 가지 차원의 통합목표 아래 정책들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김 찬우, 2005).
통합적 케어와 비슷한 맥락에서 사용되는 “케어의 연속망(continuum of care)”은 위의 관
점에서 보면 통합적 케어 체계 구축을 위한 핵심 기제이며 다양한 상태의 장애 정도에 있
는 대상자의 복합적인 서비스 욕구 해결을 위한 일련의 서비스들을 연계하고 조정하는 망
(network)으로 볼 수 있다(Evashwick, 1987). 그러나 급성케어와 장기요양의 통합이나 재정과
전달체계의 통합은 거시적인 차원의 변화전략으로 국가제도의 큰 변화를 요구하는 반면 케
어의 연속망 구축은 서비스 전달체계의 변화로 가능하여 ‘케어의 연속망’은 통합적 케어와
유사한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WHO, 2003).

2. 통합적 장기요양 케어의 통합 수준
통합적 케어에 있어 통합의 수준을 Leutz(1999)는 연계(linkage), 조정(coordination) 및 완전
한 통합(full integration)의 세 가지 차원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첫째, 연계는 기존의 단
편적인 서비스와 재원들을 대상의 욕구에 맞추어 대상자에게 연결시켜주는 최소한의 변화
전략이다. 보다 거시적인 차원의 변화보다는 현 상태에서 대상에게 가능한 서비스들을 중
계해주는(brokerage) 전통적인 사례관리 모형에 의해 설명되어진다.
통합의 두 번째 차원의 전략은 ‘조정’이다. 조정은 연계에 비해 서비스 대상과 서비스들
간에 보다 공식적인 연결 기제를 갖고 있다. 이러한 조정은 다양한 서비스 이용에 있어 행
정조직이나 서비스조직의 장벽들을 제거하거나 최소화시킴으로 가능해진다. 그러나 조정역
시 기존 서비스 전달체계의 큰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다.
마지막으로 ‘완전한 통합’은 장기요양 서비스 대상관리와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재정운
용, 자원관리 및 책임성 등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을 통해 가능하게 된다. 앞서 언급된 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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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의 연속망구축을 통한 재원과 전달체계의 통합은 완전한 통합 전략을 의미한다. 본 연구
에서는 통합적 케어가 의미하는 통합의 수준을 ‘완전한 통합’으로 보고 이 통합적 케어의
구성요소들을 살펴보겠다.

3. 통합적 케어 체계 구축의 필요성
본 연구에서는 통합적 장기요양 체계의 필요성을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살펴본다. 즉,
장기요양 서비스 연계․조정․통합의 필요성을 서비스의 정의에서 나타나는 장기요양의 특
성의 차원과 이상적인 서비스의 구축과 관련된 케어의 연속망(continuum of care) 구축이라
는 두 가지 차원에서 살펴보기로 하겠다.

1) 장기요양 서비스의 특성에서 나타난 통합적 케어의 필요성

OECD(2005)는 장기요양(long-term care)을 장기적인 기간동안(extended period of time) 기본
적 일상생활동작(ADLs: Activities of Daily Living)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제공
되는 일련의 서비스(a range of services)로 정의한다. 또 Kane과 Kane(1987)은 장기요양을 장
기적으로 기능에 제한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으로 기능적 독립성을
최대한 지지해주는 의료적, 사회적, 개인적인 일련의 서비스로 정의 되어진다. Morris 등도
(1998) 장기 요양을 독립적으로 기본 일상 동작을 수행하지 못하는 정도의 신체적 기능장애
를 가진 자들에게 제공되는 다양한 유형의 서비스로 보았다. 국내문헌에서의 많이 등장하
는 ‘장기요양보호’라는 용어는 “신체적 및 정신적 기능면에서 일상생활상 활동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상당한 기간에 걸쳐 건강보호(health care)와 사회보호(social care)를 제공하는 것”
으로 정의되어 있다 (최성재․장인협, 2005, pp.398)
이러한 정의들을 통해 나타나는 장기요양 서비스의 공통적인 특성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일련의 서비스(a range of services), 일상생활동작에 대한 지원(help with basic
ADL), 상대적으로 장기적인 일정의 기간(a period of time or extended period time)이 서비스
의 정의에 나타난다. 따라서 장기요양서비스는 대상자의 의료 및 복지에 대한 욕구와 개인
적 수발 욕구를 포함한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전문적인 서비스부터 상대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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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문적이지만 집중적인을 노동을 요하는 업무들까지를 포함하는 ‘복합성'을 주요 특성으
로 한다. 그러나 이 복합성으로 인한 장기요양의 체계의 조직, 재정, 서비스 전달체계 등
의 단편화(fragmentation) 현상은 장기요양 제도에 가장 중요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통합적 케어가 필요성이 강조된다(Estes and Close, 1998).
정의들에서 나타나는 통합적 케어의 필요성을 장기요양 서비스를 구성하고 있는 세부 영
역들을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장기요양 서비스는 단일한 성격의 서비스가 아니라

여러 가지 성격의 서비스 복합체이며, 대부분의 대상자들은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필요로
한다. 현재 OECD 국가들에서 나타나는 장기요양 서비스를 구분해보면, 구체적으로 서비스
의 특성과 제공장소에 따라 의료적 특성(medically-oriented care)과 사회복지적 특성
(socially-oriented care)의 서비스들로 구분될 수 있다. 이러한 구분은 장기요양 서비스의 의
료적특성 정도에 의한 서비스의 구분으로 급성케어(acute care)와 유사한 의료관련 인력이
필수적인 서비스들은 의료적 특성이 강한 서비스들로 볼 수 있다. 또 다른 장기요양 서비
스의 구분은 서비스 제공의 장(setting)이나 대상자의 거주 장소에 의해 시설요양
(institution-based care)과 재가요양(home- and community-based care)으로 구분되어 진다. 1980
년대 까지 OECD 국가들의 장기요양 서비스 구성의 대부분은 시설요양으로 이루어졌다. 이
후 시설요양의 대안으로 많은 재가요양서비스들과 그 대상자가 증가하고 있다.
장기요양의 개념에서 나타난 통합적 케어의 필요성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의료적 특성과
사회복지적 특성의 요양서비스간의 비교논의가 필수적인데, 세 가지 영역에서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의료적 특성의 요양서비스들은 각 국가들의 의료보장(의료보험, 의료부조 또는 보
편적 사회보장지원)의 재원에서 재정적 지원을 받는다. 즉, 미국의 경우 Medicaid나
Medicare, 영국의 경우 NHS, 스웨덴, 노르웨이 등의 보편주의적 의료보장재원에서 장기요양
서비스의 재정을 제공한다. 일본, 독일, 네덜란드의 경우는 장기요양을 위한 사회보험이 별
도로 시행되어 운영된다. 바로 이러한 점 때문에 요양보장 재원이 별도로 지정되지 않은
OECD 국가에서는 장기요양 대상의 증가가 의료보장 재정의 심각한 부담으로 남고 있다.
사회복지적 특성의 서비스들의 경우는 장기요양 재원이 있는 경우 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
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는 사회복지 재원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가 많다. 중요한 것은
요양서비스의 대상자는 두 가지 특성의 서비스들을 동시에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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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띠라서 독립적인 재원이 없는 경우 재정의 분절성은 서비스 운용의 제한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둘째, 핵심 서비스제공 인력의 차이다. 의료적 특성 요양서비스들의 주요 대상자들은 급
성의료케어에서 치료 및 간호를 우선적으로 받은 경우나 의료적인 문제가 발생한 경우가
많다.

의료적 특성의 요양서비스 범주에 들어가는 서비스들은 간호사나 재활전문가들이

핵심 서비스 제공 인력으로 활동한다. 반면에 사회복지적 특성의 요양서비스는 사회복지인
력이나 간병, 가사보조, 레크리에션 담당자 등의 인력들이 주요 서비스제공인력이 된다. 그
러나 실제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는 다양한 인력들의 상호협력이 필수적이다.
셋째, 전통적으로 의료적 특성 서비스들은 시설요양에서 사회복지적 특성 서비스들은 재
가요양에서 제공되어왔던 과거 장기요양이 의료적 특성의 재가요양 범주의 서비스들이 증
가로 최근 변화되고 있다. 이 범주에 들어가는 서비스들은 시설요양 대상자의 재가요양지
원을 통해 재가요양의 시설 대체효과를 강조해온 OECD 국가들의 전략에 따라 최근 크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비용효과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쟁점을 보이고 있다. 경제적인 측면
과 관련하여 재가요양 평가연구들은 재가요양이 시설요양보다 실제 비용 절감효과가 높지
않고

오히려 비용의 증대를 가져왔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Weissert & Hedrick, 1994;

Weissert, Lesnick, Musliner, & Foley, 1997). 이러한 주장은 재가요양의 시설보호에 대한 대
체성과 보완성에 관련된 논의로 볼 수 있다(김찬우, 2004, 재인용). 즉, 전체 비용감소를 위
해서는 시설요양 수준의 重症 재가노인들이 재가요양의 주 대상이 되어야 하며, 또한 단기
시설보호나 시설 억제의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당시 평가된 재가요양서비스에는 이러한 점들이 고려되지 못하였다. 예를 들어, 재가요
양 수혜자들이 악화된 건강에도 불구하고 시설에 가지 않는 다든가, 반대로 단기간 재가
요양 이용 후 건강상태와 상관없이 바로 시설에 갈 경우, 재가요양 서비스는 시설요양의
추가적 기능으로만 존재하여 실제 요양 관련 지출 비용은 증가된다는 점이다. 재가요양이
충분한 시설보호의 대체성을 가질 때 비용절감의 효과를 볼 수 있어나, 보완적인 현 재가
요양 서비스들로는 비용에 관해 부정적인 입장이 나올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위 연구들의
대표적인 주장이다.
지금까지 논의를 종합해 보면 장기요양 서비스는 일련의 의료․복지․주거 서비스들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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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의 통합적 제공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즉,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
공한다는 것 자체가 통합적 케어 체계 구축에서 가능해진다라고 볼 수 있다.

2) 케어의 연속망 구축과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통합적 체계 구축의 필요성

1990년대부터 두드러진 OECD 국가 장기요양 정책에서의 변화들은 요양서비스 이용자,
공급자, 장기요양 비용 지불 주체 및 정책결정자들 간의 비용지출 억제에 대한 대처로 요
약된다. 미국의 경우, 재정관련 분석가들은 미국이 장기요양 제도 관련 공적 재정2)의 위기
와 관련해 장기요양에 대한 미래 욕구를 요양 서비스에 대한 공적 재정의 수가상환률
(reimbursement rate)이 현 재정상태 수준에서 수용할 수 없을 만큼 높아지고 있음을 우려하
고있다 (Kodner, 1996). 유럽 여러 국가들에서도 고령화로 인한 장기요양 서비스 대상의 증
가와 이에 대한 의료 및 요양 제도에 대한 정부 재정의 압박은 주요 사회 정책 현안으로
대두되었다(Morris & Caro, 1998).
이러한 재정압박과 소비자 욕구 충족을 동시에 만족시키기 위해 다양한 의료 및 사회복
지 서비스들의 성공적인 전달 전략으로 등장한 것이 케어의 연속망(continuum of care)의 구
축이다. 오늘날 OECD국가들의 장기요양 제도에서 케어의 연속망은 장기요양 서비스의 이
상적인 대안으로 등장하였다. 케어의 연속망은 고령화로 인해 다양해진 장기요양 서비스
욕구를 가진 대상의 증가에서 비롯되었다. 즉, 과거 비공식적 케어나 가사보조원의 단순한
재가복지 서비스에서 바로 시설요양으로 넘어가던 단순한 케어 전달체계와는 달리 오늘날
많은 장기요양 대상 고령자들에게는 보다 자신의 욕구에 맞는 재가요양 서비스들에 대한
요구가 강하게 나타났다. 또, 제도입안자들도 시설요양의 고비용으로 인한 재정압박의 감소
를 위해 보다 저비용의 재가요양의 공급망 확충에 노력하게 되었다. 따라서 시설 안에서 24
시간 통제와 조정이 용이했던 많은 서비스들이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등장하게 됨에 따라 다
양한 재가요양 서비스들의 통제와 조정이 필수적으로 대두되었으며 이러한 다양한 서비스들
을 각 개인별 욕구에 부합시키기 위해 등장한 개념이 케어의 연속망이 되었다. 따라서 이
케어의 연속망의 구축을 위해서는 장기요양 서비스들간의 연계가 필수적인 기제가 되었다.

2) 미국의 장기요양 관련 주요 공적재원은 65세 이상에게 지급되는 건강보험형태의 Medicare와 소득기
준에 의한 공적부조의 일원인 의료급여 형태의 Medicaid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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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어의 연속망 구축의 필요성을 대상자의 복합적인 욕구 중심에서 비교해보면 <표1>과
같다.
<표 1> 케어의 연속망 관점에서 본 뇌졸중(stroke)과 치매환자를 위한 필요서비스
서비스를 통해 가능한 혜택유무

요양서비스기간 내의 필요한
서비스 유형

치매

뇌졸중(strok)

위험관리를 통한 예방

있음

없음

투약을 통한 증세조절

제한적

제한됨

투약을 통한 기능회복

제한적

없음

물리치료를 통한 기능회복

있음

없음

독립생활을 위한 작업치료

있음

없음

자가회복을 위한 상담․교육

있음

매우 제한적

가족수발자를 위한 상담․교육 있음

필수적

퇴원후 외래 진료

있음 (단, 병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적용되지 않음

재가 대인 서비스

있음 (단, 케어제공이 집에서 가능한 경 있음 (단, 케어제공이 집에서 가능
우)
한 경우)

요양시설입소

재가서비스 만으로 부족한 경우

재가서비스나 수발가족의 한계가
있는 경우

호스피스케어

심각한 상태 (죽음이 임박한 정도)

있음

자료: OECD, 2005, 수정 및 재인용, pp35.

뇌졸중과 치매는 고령과 관련된 장기요양이 필요한 대표적인 예이다. 뇌졸중환자의 경우
는 신체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지속적인 재활서비스가 요구되며, 상태가 심하지 않은 경우
는 자신의 집에서 케어가 가능하다. 반면, 치매의 경우는 급성기 치료(acute cure)보다는 수
발을 담당하는 수발제공자에 대한 상담과 교육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 때 케어의

연속망은 요양서비스 기간 내 필요한 서비스 유형들을 전부 연계하거나 통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서비스의 통합을 통한 다양한 요양욕구에 대응하려는 케어의 연속망
구축을 위해서는 통합적 케어 체계의 구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4. 통합적 케어의 구성요소: 국가별 통합적 케어 비교 분석틀
통합적 장기요양 전달체계 구축의 핵심 개념은 앞서 언급했듯이 ‘케어의 연속망’이다. 따
라서 케어의 연속망을 구축하는 몇 가지 중요한 구성요소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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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케어는 구성요소에 따라 그 차원이 달라질 수 있다. 앞서 언급된 케어의 연속망 구축을
통한 재원과 전달체계의 통합은 완전한 통합 전략을 의미한다. 장기요양과 관련된 통합적
케어에 관한 문헌들에 나온 개념들과 과 본 연구에서 사용된 개념들을 비교 정리하면 <표
2>과 같다.
WHO의 통합모델은 제도적 차원의 큰 틀에서 모델의 통합구성요소들을 제시한 반면,
Evashwick은 기존 의료와 사회복지 전달체계 상에서의 문제점을 극복하는 차원에서 통합의
기제들을 중심으로 구성요소들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선 WHO의 제시
사항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통합적 케어의 구성요소의 개념들을 살펴보고 Evaschwick의
통합기제 요소들을 다음 부분의 케어 매니지먼트에 대한 논의에서 본격적으로 다루겠다.
통합적 케어의 구성요소들에 대한 세부적 사항들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 서비스 관련 행정조직의 통합

장기요양의 책임소재가 여러 서비스제공자나 지방정부사이에 불명확할 경우 케어제공의
질과 성과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 따라서 통합적 케어는 서비스 대상과 가장 가까운 수준
에서의 단일 기관에 욕구사정, 케어 플랜작성, 서비스 조정, 질 관리 및 재정관리같은 핵심
기능(key function)들을 수행할 수 있는 행정적 구조의 개선이 필요하다. 즉 장기요양 서비스
를 통합관리하는 기관이 필수적이다. 표준화되고 단일화된 서비스 행정구조는 대상자의 장
기요양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단일체계 진입시점(single entry point)"을
가능하게 만들어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을 용이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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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통합적 케어의 주요 구성요소
WHO 연구 (2003)
- 행정조직 의 통합
- 서비스 제공장소 동일 배치
통합적 케
(co-location)
어의 주요 - 케어 네트워킹
구성요소
- 케어/케이스 매니지먼트
- 주거와 요양서비스의 통합
(serviced-enriched housing)
특징

Evaswick(1996)

본 연구

- 행정 구조 및 조직의 통합
- 포괄적 인두제 방식의 재정
운용
- 통합정보관리 시스템
- 케어 코오디네이션/ 매니지
먼트

- 행정조직 의 통합
- 서비스 제공장소 동일 배치
(co-location)
- 주거와 요양서비스의 통합
- 케어 매니지먼트

주로 거시적인 차원의 통합적 미시적 수준의 통합적케어 체
OECD 국가의 장기요양 제도
케어를 다루고 있으며 국가간 계의 세부 구성요소들을 중점
분석을 위해 제시됨
비교를 위한 분석틀을 제공
제시

2) 서비스 제공 장소의 동일배치(co-location)

다양한 서비스 제공 장소를 물리적으로 동일한 장소에 배치하는 것은 ‘소비자 중심주의’
의 기본 방향이 된다. 즉 서비스를 한 곳에서 모두 이용하게 하는 것이다. 이 전략은 특히
장기요양서비스의 ‘수직적 통합(vertical integration)'과 관련된다. 수직적통합은 다양한 욕구
에 맞는 복합적 서비스를 통합하여 한 장소에서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Conrad and
Dowlling, 1990). 서비스 제공자나 재정관리자 경우에서도 이러한 동일장소 배치를 통해 기
관 간 의사소통, 협조 및 팀 접근 등을 용이하게 할 수 있어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통한
재정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

3) 주거와 요양서비스의 통합

요양서비스가 제공되는 주거(service-enriched housing)의 확산은 특히 최근 OECD 국가의
요양제도에서 두드러진 변화이다. 전통적으로 의료 및 사회복지 서비스가 강조되어온 장기
요양체계 에서 주거복지서비스는 통합의 핵심영역으로 간주되지는 않아왔으나, 재가서비스
의 확대는 주거와 요양서비스의 통합을 중요한 통합적 케어의 영역으로 가능하게 만들었
다. 친고령자 주택(elderly-friendly housing)은 독립적인 생활을 가능하게 만드는 물리적 주거
환경과 요양욕구에 맞는 부가적 요양서비스들을 통합하여 시설입소정도의 중증 요양서비스
대상자들도 재가요양을 가능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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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와 요양서비스의 통합은 한 주거장소에 모든 요양서비스를 포함하여 제공하는 방안
(service bundle)과 재가요양 서비스기관이 주거장소로 와서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
(portable services)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전자의 예로는 미국의 assisted living 같은 공동주
거의 확대나 스웨덴, 덴마크 등의 sheltered residence 의 확산을 들 수 있고, 대부분의 재가
요양서비스는 후자의 예가 되겠다. 이러한 주거와 요양서비스의 통합을 위해서는 주거서비
스를 케어의 연속망에 포함시키는 장기요양 모델에 대한 준거틀의 변화와 분절되어 있는
두 정책의 재원, 서비스 규제 및 전달체계의 지속적인 연계가 전제되어야 한다.

4) 케이스/케어 매니지먼트

케이스/케어 매니지먼트는 통합적 케어의 논의에 있어 핵심적인 구성요소이다. 특히 서비
스 의뢰 및 조정을 중심으로 한 중계형 모델에 기반을 둔 전통적 케이스 매니지먼트의 개
념에서 재정과 전달체계의 통합에 초점을 둔 통합형 모델(consolidated model)인 케어 매니
지먼트로의 변화는 최근 OECD 국가의 통합적 케어 체계 관련 주요전략이다.
장기요양 제도에서 케이스․케어 매니지먼트는 1970년대에 이르러 사정, 케어 플랜 작성,
조정 및 연계 등을 통해 재가 요양 서비스를 클라이언트의 욕구에 맞추어 적절히 공급하는
프로그램으로 사례관리가 이용되면서 등장한다(Diwan, 1999). 미국 사례관리 협회(Case
Management Society of America)는 사례관리를 클라이언트의 의료 및 요양욕구에 맞추어 질
높고 비용효과적인 서비스를 가능한 자원들을 활용하여 제공하기위한 사정, 계획 수립, 실
행, 조정 및 평가 등의 총체적인 과정(collaborative process)으로 정의하였다. 또, White 와
Lubkin (1998)은 사례관리를 각 사례별(case-by-case)로 개인에게 적절하며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을 보장하기 위해 현존하는 자원을 연결해주는 서비스 기능(service function)으로 정의
하였다.
전통적인 사례관리의 개념과 사례관리보다 한층 복잡한 일련의 과정으로서의 케어 매니
지먼트 개념을 구분하려는 노력은 영국에서 본격적으로 논의 되었다. 양 개념의 정의에 대
한 논의는 1990년대 초 Griffiths 보고서와 연이어 발간된 백서(White Paper)를 통한 영국정
부의 의료 및 사회 복지 서비스 개혁의중심 이슈중 하나 였다(Challis, Darton et al. 1995).
영국의 사회복지 감독청(Social Service Inspectorate) 및 복지 서비스 관할 당국(Social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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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vices Group)에 의하면 케어 매니지먼트는 클라이언트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기위한
케어 과정 및 케이스 매니저에 의한 개입행동들을 포함하는 체계적인 대응으로서 정의된다
(SSI/SWSG 1991). 또한, Onyette(1992)은 사례관리는 특정 요보호 대상자를 위해 케이스 매
니저의 의해 수행되는 서비스 기능을 강조하는 반면 케어 매니지먼트는 환자․클라이언트
수준에서의 서비스와 케어 체계에 대한 조직 및 관리라는 개념을 강조한다고 주장하였다
(Onyett 1992). 비슷한 맥락으로Challis 등은(1995) 케어 매니지먼트 사례관리가 케어 제공
지역에 걸쳐 서비스 제공자간의 케어 연계를 강조하고 있는 반면, 케어 매니지먼트를 한
케어 지역안의 케어 전달 수준과 관련된 개념으로 보았다. 이러한 개념상의 논의 등을 통
해 영국 장기요양 정책에 명시된 케어 매니지먼트의 개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Challis,
1995 재인용).

- 기능: 케어 서비스들의 연계및 조정
- 목적: 지속적이고 통합적인 케어 제공; 재가요양 기회의 증가; 클랑이언트의 복지증진
자원의 효율적 활용
- 핵심 업무: 사례 발굴 및 검토, 사정, 케어 계획 작성, 모티터링 및 평가, 사례 종결
- 주 대상: 의료․복지 서비스 및 장기요양 욕구를 가진 클라이언트
- 주요 특성: 집중적인 개입 ;서비스 폭의 확장; 장기간에 걸친 개입 ;실천수준의 개입과
기관수준의 접근을 연계

이러한 개념에 대한 정의와 특성을 정리해보면 병원이나 시설위주의 요양서비스와 대비
되는 재가 요양의 실천에 있어, 전통적인 사례관리 모형은 현 장기요양 체계의 한 구성요
소(a component)로서의 역할이 강조된 반면 케어 매니지먼트는 케어 연속망 전체를 대상으
로 하는 하나의 체계(a system) 로 볼 수 있겠다(김찬우, 2005). 따라서 케어 매니지먼트 모
델은 효과적이며 효율적인 통합적 장기요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중심 요소 중의 하나로
인식되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케어 매니지먼트에 대한 논의는 실제 본 연구의 핵심적인 부분으로 다른 세 가지 구성요
소에 비해 국가별로 케어 매니지먼트 제도실행과 관련 구체적인 논의가 많은 편이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케어 매니지먼트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가 통합적 케어 체계 구축에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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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비중을 고려하여 별도로 다음절의 후반부에서 이루어지겠다.

III. OECD 국가들의 통합적 케어 구축전략과 사례
1. 통합적 케어 체계 구축을 위한 OECD 국가의 전략
<표 3> 통합적 케어 체계 구축을 위한 OECD 국가의 전략
공적장기요양제도
호주

National Strategy for an
Aging Australia(2001)

오스트리아
캐나다

Collborative strategy for
home and community care

독일

수발보험(1995)

일본

Gold Plan2(2000)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스페인
스웨덴

영국

통합적 케어 구축
통합적 서비스 전달체계
장기요양 재원의 재배치
Aged
Care
Assement
재가요양서비스에 대한 욕구사정
Teams(ACATs); Co-ordinated trials;
과 서비스 지불의 통합(1997)
재가요양
비공식적 수발자 지원을 위한
long-term care allowances의 통합체계
CHOICE(Alberta); SIPA(Montreal)
수발보험(1995)
케어 매니저를 활용한 서비스 제공

개호보험(2000)

지방 욕구사정 팀
Health of Older People
Strategy(2002)

지역보건수준에서의 급성케어와
통합서비스에 대한 공통 재원
장기요양의 통합(2003)

Action Plan for the
Elderly(1998)
Gerontological Plan
(2000-2005)

지방정부차원의 통합적 장기요양
지방정부차원의 장기요양 재원
케어제공(2002년후)

National Action Plan on
Policy for the Elderly
National Service
Framework for Older
People

지역에서 의료와 복지서비스의 통합

지역에서의 의료 및 복지통합 재원

통합재정; 노인환자의 장기입원
일차의료와 장기요양의 통합(지방
시 병원의 지방정부에 대한 지불
정부수준)
신청
케어 매니지먼트 (1993이후)
지방정부의 재정: 노인환자의 장
Single Assessment Process(요양욕구 기입원시 병원의 지방정부에 대
평가)
한 지불신청

자료: OECD's questionnaire on long-term care; 재인용 OECD, 2005, pp37.

<표 3>은 통합적 케어 체계 구축을 위한 OECD 국가들의 최근 노력들을 정리한 것이다.
호주의 경우는 Aged Care Assement Team(ACAT)을 활용하여 시설요양입소 대상자에게 팀접
근에의한 욕구판정을 실시하고 동시에 대안적인 재가요양 서비스 페키지의 연결가능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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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본다. ACAT은 소비자 입장에서 장기요양체계의 주담당자역할을 행하며 동시에 정부의
입장에서는 비용통제기관으로서의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통적으로 의료보장 체계(health care system)와 요양 체계를 연계하여 장기요양 서비스들
을 제공해온 핀랜드와 스웨덴의 경우는 1992년부터 일차의료서비스(primary health care
service)를 지방정부의 책임하에 두고, 퇴원 판정을 받은 노인이 일반 병원에 계속 입원해
있는 경우 이 비용을 시정부에 부담시켜, 일반 병원의 장기요양 대상 입원자 수를 경감케
하였다. 스웨덴의 경우는 지방정부가 주거, 사회적 서비스, 및 보건 간호에 중추적인 역할
을 하도록 하였고, 시설요양의 대안적인 주거시설을 통해 요양병상(bed)수를 효과적으로 감
소시키는 지방정부에 여러 가지 성과급을 제공하였다. 대표적인 지역사회 요양 급여로는
주간간호, 단기보호, 현금급여 등이 있다. 이러한 정책적 변화에 따라 인구 10만의 도시인
Sundsvall의 경우에는 1980년에 노인 1000명당 454개의 병상이 있었고 대기자도 많았지만,
1986년 병상은 266개로 감소되었고 대기자 수는 오히려 더 감소되었다. 이것은 보다 많은
노인이 지역사회에 거주하며 재가 요양을 받게 되었다는 점을 보여준다.
영국과 뉴질랜드의 경우는 1993년부터 지방행정국(local authority)들의 장기요양 관련 재
정의 일부를 국민연금부(social security department)로부터 충당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Block
Grant 유형의 예산지원을 통해 지방정부의 자율적인 재정 운용권한을 강화하였다(OECD,
1996). 영국은 전통적으로 지역중심 요양이 강조되어온 국가였지만 1990년에 제정된 ‘The
Community Care Act"는 지방정부가 그 지역 요양시설을 지역사회의 관리 하에 두게 만들어
지방정부가 중앙정부로부터 예산 지원 및 성과급을 받아 운영의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법제
화 하였다(Challis, & Davies, 1985). 이 중 Kent 지방의 Care Management Project는 병원이나
양로시설에 가야하는 중증도 노인들의 지역사회 거주를 최대한 연장시키는 목적을 성공적
으로 달성한 시범사업이었다.

대상자에게 요양시설의 연간 비용의 2/3 비율정도의 비용

안에서 케어 매니저는 여러 가지 재가 요양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었으며 이
후 연구 결과들은 이 시범사업에 참여한 노인들의 사망률이 통제 집단보다 유의미하게 낮
음을 보여주었다(Challis, & Davies,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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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합적 케어 구성요소별 세 국가 사례 (독일, 네덜란드 및 스웨덴)3)
1) 독일

(1) 행정조직의 통합
독일 장기요양서비스 행정구조상의 특징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서비스의
주 책임은 중앙정부가 아니라 지방정부 (Länder)에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수발서비스 하

부구조 발달 양상은 지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둘째, 독일은 건강보험과 사회
수발보험(장기요양 서비스 재정)의 연관성이 타 국가에 비해 높다. 질병금고(sickness funds)
에 의한 보편적인 건강보험제도4)에 의한 의료서비스와 사회수발보험에 의한 장기요양서비
스의 관리 주체를 통일하고 있다. 즉, 의료보험을 통해 의료, 치과의료, 입원치료, 의약구입,
가정간호, 재활 및 제한된 예방의료 서비스 등에 대해 재정 혜택을 받고 있으며, 사회수발
보험에 의해 장기요양 서비스에 대한 재정 혜택을 받고 있다. MDK는 이러한 건강보험과
사회수발보험의 관리를 지역에서 담당하는 조직으로 알려져 있다.
세 번째 특징은 독일의 현재까지 장기요양서비스의 통합에 대한 논의는 서비스 전달체계
의 책임성이나 개인별 특성을 강화하려는 의도는 약하다는 점이다. Schunk(2001)에 의하면
독일의 “법적 사회보장권 문화(entitlement culture)"는 통합적 보험체계를 강조하여 왔고, 이
러한 점은 서비스의 전달체계를 통합하여 클라이언트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 지원을 강화하
는 측면보다 보험체계의 통합과 표준화를 강조하려는 측면에서 진행되어 왔다는 것을 지적
한다. 의료서비스와 마찬가지로 케이스 매니지먼트의 부재는 오랫동안 독일 사회수발보험
제도의 전달체계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3) 본 연구의 사례로 선택된 국가들이 편의적으로 선택된 것은 연구의 분명한 한계라 하겠다. OECD 국
가들 중 공적장기요양제도를 가진 국가들 중에서 통합적 케어의 구성요소를 다 갖추어 통합전략을 갖
추고 있는 국가가 많지는 않으며 실제 자료의 확보에도 어려움이 따랐다. 이것은 통합적 장기요양체계
에 대한 많은 논의에도 불구하고 실제 제도적인 국가적 전략을 취한 국가가 적고 동시에 각 국가별로
기존의 의료 및 복지정책의 편차가 크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케어 매니지먼트’의 개념을 정식으로 공
식적인 장기요양의 제도의 전달체계에 도입한 국가는 일본, 네덜란드, 스웨덴 등 일부국가이다.
4) 독일의 실제 건강보험은 자산조사(means-test)를 통해 대상자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다른 국가
들의 사회부조 대상자를 결정하기 위한 자산조사가 아니라 전국민의 89%에 해당하는 대상을 결정하
는 방식으로 재산의 상한선을 결정함으로 부조사(affluence-test)로 볼 수 있다. 건강보험은 질병금고
(sicknees funds)에서 재정이 조달되며 나머지 상위 소득 11%의 경우만이 민간보험에 가입하는 것으
로 되어 있다(WHO,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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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운용과 맥락을 같이하는 장기요양 서비스 체계는 독일의 요양 대상자들이
MDK의 평가판정 조사를 마친 후 건강보험과 동일한 질병금고를 선택하게 한 점에서 특징
이 있다. 이러한 점은 의료 서비스와 요양서비스 간의 조정 및 통합 체계를 구축한다는 점
에서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으나 양 체계간의 실질적인 연계는 거의 되지 않다고 있다 (
Cuellar & Wiener, 2000). 이러한 연계 부재의 가장 큰 이유는 양 보험(건강보험과 수발보험)
이 다른 두 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혜택과 적용 규칙, 재원 조달에 있어 서로 상이한 방식
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양 체계간에 비용전가(cost-shifting) 문제가 재활 서비스 영
역에서는 발생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건강보험관리와 동일한 체계에서 비롯된 독일의 요양
서비스 관리 행정구조상의 통합은 여전히 큰 과제로 남아있음을 알 수 있다.

(2) 서비스 제공장소 동일 배치
독일 요양 제도에서 제공장소 동일배치(co-location)의 요소는 크게 ‘사회수발센타5)(social
station, Sozialstation)'와 '노인지원연대(senior citizen cooperative, Senorengenossenschaft) '활동
에서 찾아볼 수 있다. 1970년대 이후 재가요양 및 복지 서비스 전달에서 중추적 역할을 담
당해온 기관이 사회수발센타이다. 사회수발센타의 출발시기는 각 지방정부들이입원환자의
수요를 감소시켜 나가는 시점이었다. 즉, 입원환자의 감소를 지역사회와 재가요양 서비스들
로 대체해나가려는 과정에서 사회수발센타의 역할이 강조되었다.
주로 간호사와 사회복지사들을 직원으로 고용하고 있는 사회수발센타는 가사지원, 간병,
상담, 일상생활지원, 교통, 보조장비 대여, 식사배달, 주간보호, 정보제공 및 의뢰 등의 광범
위한 재가 요양서비스들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서비스 들이 직접 직원에
의해 제공되거나 지역사회 다른 제공자들에 의해 대상자에게 전달된다.
2001년 12월 현재 독일 전국에 약 10,600개의 사회수발센타 시설이 있으며, 이 시설을 통
해 약 435,000명이 서비스를 받고 있다.

사회수발센타는 사회법 11장에 의한 수발서비스

뿐만 아니라, 사회법 5장 (의료보험법)에 의거하여 재가환자를 위한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
다. 대략적으로 도시의 경우 20,000-50,000 명당, 시골지역의 경우 15,000-20,000 명당 1 개소
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사회수발센타에 대한 재정 지원은 주정부와 시정부의 재정지

5) 독어로 Sozialstation이라 불리는 이 기관은 영어로는 social station으로 번역되며, 본 연구에서는 ‘사
회수발센타’로 번역하여 사용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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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본인부담금 및 질병금고에 의해 이루어지는 데, 1990년대 후반부터 재가요양서비스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이 급격히 감소되었다.
최근의 가장 큰 특징은 사회보험 인정기관에서 비영리 기관에 대한 우선순위 정책의 퇴
색과 이에 따른 영리 조직들의 참가로 인한 경쟁적 시장으로의 환경변화에 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지역 및 재가요양 서비스 구매력을 소비자에게 줌으로써 정부의 재정 지출을
감소해 나가게 되었다. 따라서 소비자 중심과 시장 지향성의 특성을 강조하게 됨에 따라
공적 지원에 많은 의존을 해온 사회수발센타들은 어려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또 다른 동일배치의 모델은 ‘노인지원연대’의 활동에서 볼 수 있다. 노인참여연대 활동은
Kane, Kane 과 Ladd(1998)가 강조한 ‘자연발생적 지역사회 지원체계(natural community
systems) 접근의 형태를 가진다. 이 조직의 서비스 제공은 비공식적 또는 공식적인 케어를
보완하기 위한 자원봉사자와 유급직원들의 협동적 활동에서 비롯된다. 한국의 재가복지봉
사센타나 자원봉사센타들의 노인복지 지원활동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노인지원연대의 활동은 지역사회별로 차이가 많이 나나 대략적으로 다음의 서비스들을
포함한다. 주요 활동 서비스들로는 일상생활 및 가사지원 활동관련 주민조직, 주택개조, 안
부전화, 치매노인 수발가족들을 위한 자조모임활동, 교통지원 서비스 등이다.

(3) 주거와 요양의 통합
독일 제도에서는 일반 가정과 요양시설사이에 ‘sheltered housing'이 주거와 요양의 통합
(service-enriched housing)시설로 존재하고 있다. 기본 대상자는 신체 및 인지 장애가 있는 노
인들이며 시정부와 비영리 기관에 의해 운영되고 저소득층을 우선대상자로 삼고 있다. 이
시설의 세입노인들은 중앙정부의 주거보장제도의 혜택과 주정부의 사회보장 혜택을 본인의
소득, 주택의 크기 및 가격 등의 기준에 의해 지원받고 있다. 거주노인들에 대한 요양서비
스는 주로 지역의 사회수발시설, 복지시설 및 요양시설 등의 외부에서 지원된다.
Diek(1995)에 의하면 중산층을 위한 ‘service houses' 시설도 일부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다
고 한다. 이 시설은 경증 노인들에게 제한된 요양 서비스를 지원하며 자신의 거주 지역사
회에서 가능한 오래 삶을 영위하는 데 목적을 둔다. 또 고소득층을 위한 거주 및 요양시설
은 질 높은 주거환경, 호텔급의 식사와 레저 활동 등을 포함하며 동시에 요양 및 의료 서
비스를 한 곳에서 가능하게 한다. 미국의 은퇴자 복합서비스촌(continuing care for retir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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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unity; CCRC)의 개념과 유사하며 월별 이용료와 보증금, 사회보장 지원 등의 혼합 재
정운영 방식을 통해 재원을 조달한다.

2) 네덜란드

네덜란드의 장기요양 제도는 의료 서비스, 특히 노인 대상의 의료적 케어 지원에 있어
상대적으로 타 유럽국가들 보다 정부, 비영리 및 영리조직 들 간의 긴밀한 네트웤의 활동
이 강화되어 왔다고 평가되어온 의료보장 제도에 근거하고 있다. 따라서 노인들의 서비스
에 대한 기대가 높고, 병원 및 요양시설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이 사회보장 차원에서 광범
위하게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현재 요양서비스에 대한 지출이 상대적으로 높다. 이러한 높
은 재정 지출의 부담을 감소하기 위해 1994년에 “Care for Older People in the Future"라는
보고서가 발간되어 지역사회 중심의 요양서비스로의 대대적인 전환이 이루어져왔다.
네덜란드의 건강보험은 독일과 유사하게 “질병금고법, Sickness Fund Acts"에 의한 사회보
험방식이며 전국민의 상대적 소득이 낮은 64%가 이 혜택을 받고 있으며, 나머지 36%는 사
적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이 보험은 주치의 및 전문의에 의한 의료 서비스, 물리치료, 약품
구입 및 병원입원 등의 전반적인 의료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노인의 장기요양서비스 지원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는 재원은 “특별의료비 보상제도,
AWBZ(the Exceptional Medical Expense Act)"이다. 1968년에 이미 실시된 이 제도는 소득에
상관없이 혜택을 주고 있다. 여기서 ‘특별의료비’라 함은 요양시설, (이하 1997년부터) 노인
주거시설, 장애인 요양시설, 및 가정간호, (이하 1989년부터) 가사지원 서비스, 정신건강지
원 서비스와 1년이상의 장기입원에 대한 서비스 등에 대한 비용을 의미한다 (Huijbers &
Martin, 1998).

독일에서 요양서비스의 자격을 MDK가 평가판정 하듯이 네덜란드에서는

RIO(원어, Regionaal Indicatie Orggan, Regional Assessment Organization)'에서 담당한다. 평가
판정은 RIO에 고용된 평가판정 전문가에 의해 실시된다.

(1) 행정조직의 통합
AWBZ 제도의 방식은 질병금고와 민간건강보험회사에서 관리된다. 질병금고는 이러한
책임을 각 지역의 'care offices'를 통해 공동적으로 지게 하였다. 이 care offices의 기본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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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케어 대상자에게 가장 근접한 수준에서의 행정단일화를 이루는 것과, AWBZ 지원 서비
스의 지역별 예산을 관리하는 것, 그리고 지역별 욕구에 부합하기 위한 적적할 지역사회
자원들을 개발해 나가는 데 있다. 이러한 care office를 중심으로한 행정조직의 구축은 의료
와 장기요양 서비스간의 조정을 용이하게 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제 연계에 있어서는 독일
과 유사하게 협조활동이 별로 없다(Nies, 2002). 핵심 행정주체는 정부, 질병금고 및 민간보
험회사들인데 의료와 장기요양 서비스 제도는 법적으로 분리되어 있다. Care office와 RIO
간에도 뚜렷한 업무 연계가 진행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 서비스 제공장소 동일 배치
지역 및 재가요양 서비스들은 “노인복지서비스 센타(SWO; Stichting Welzijn Ouderen)"에
의해서 제공되어진다. SWO들은 여가, 교육 및 문화 활동 지원 서비스이외에 정보제공, 가
정간호 및 가사지원 서비스의 조정 (제공은 각 지역별 제공자들이) 및 직접제공을 해나간
다. 기타 주간보호 및 일상생활지원 등에 대한 서비스들도 직접제공하거나 조정하는 기능
을 하며 주변의 노인주거시설에 대한 서비스도 지원한다. 지방정부의 재정 지원이 중요한
재원이 된다.

(3) 주거와 요양의 통합
상대적으로 높은 시설거주 노인(1998년 약 10%)을 지역사회에 가능한 오래 거주하도록
하는 목적으로 등장한 개념이 ‘sheltered housing’이다. 이 유형의 지역사회 노인거주 주택은
현장에서의 직접적 간호나 케어가 필요한 노인들을 위한 주택시설로 볼 수 있다. 주요 구
성요소로는 아파트, 케어제공자에 의한 모니터링, 가사지원 및 식사제공, 추가 중증케어에
대한 즉각적 제공보장 등이다.
하구(Hague)시의 사례는 한 지붕아래 일반노인가정(independent housing unit), 노인거주시
설(residential care unit)와 요양시설의 통합을 보여준다. ‘Care house'로 알려진 이 개총 150명
의 노인들에게 경미한 가사지원부터 중증 요양 케어까지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고안된 요양
과 주거 통합의 전형적인 예이다. 문제는 다양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하는데 시정
부, 주택건설부, 보건복지부 등간의 충분한 재정연계가 없이는 운영이 쉽지 않는 것으로
들어났다 (OECD, 2005).

- 85 -

한국사회복지행정학 8권 제2호(통권 제17호)

3) 스웨덴

통합적 장기요양 체계의 구축과 관련하여 스웨덴 사회보장제도의 주요한 두 가지 변화를
들 수 있다. 첫째는 1992년 노인복지 개혁법(Elderly Reform, Ädre-reform)을 중심으로 한 두
가지 지방분권화 정책 변화를 들 수 있다. 이러한 지방이양으로의 특징 중 첫 번째는 요양
시설과 가정간호에 대한 관리와 재정운영의 책임을 광역자치단체(county)에서 시 중심의 기
초자치단체(municipality)로 이양하였다는 점이다. 이 개혁 이전에도 시 중심의 기초자치단체
들은 사회복지 및 주거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었다. 둘째는 이 기초자치단체가 급성기 병원
에 장기입원하고 있는 노인들(elderly long-term patients)에 대한 재정적 책임까지를 맡게 하
였다는 점이다 (Johansen, 2000).
이러한 재정 및 운영 책임의 기초자치단체로의 이전은 지역차원에서 노인에 대한 의료
및 사회복지의 통합을 강화하는 경향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통해 노인 케어에 있어 탈의료
화 정책과 서비스들 간의 조정을 증진시키는 정책을 추진하게 되었다 (Andersson &
Kalberg, 2000).
두 번째 특징은 노인복지와 관련된 사회적 케어의 보편적 사회보장 모델에서의 이탈이
다. 스웨덴은 1997년에 이미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이 17%가 넘은 고령사회로 조세에 근
거한 보편주의적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지속적 재정지출의 부담이 상당하였다. 이러한 정부
의 노인복지에 대한 재정부담을 감소하기 위해 실행되어온 정책들로는 서비스의 대상효율
성 증가, 전달체계의 효율화, 케이스 매니지먼트 기능의 강화, 공적재정 지원 서비스에 대
한 민영화 증가, 비용에 있어서 사적 부담의 증가(예를 들면, 소득 관련 서비스 본인 부담
도입 및 증가) 등을 들 수 있다. Johansson (2001)에 의하면 정부의 지속적인 재정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한 노인들이 본인들의 케어를 위해 민간 및
공공 서비스 제공자들로부터 voucher를 구입하여 사용하는 제도로 나갈 수밖에 없음을 제
시하고 있다.

(1) 행정조직의 통합
앞서 언급되었듯이 1992년 노인 개혁법의 핵심사항은 기초자치단체 수준(municipal)에서
공적 재정과 프로그램관리를 통합하는 것이었다. 이 개혁법은 기초자치단체에게 노인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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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관련된 재원조달권과 더불어, 케어 계획, 전달체계 및 서비스 조정, 서비스 제공의 전반
적인 권한과 의무를 부과하였다. WHO(2003)에 의하면 법안 이 후 장기요양제도와 관련된
변화는 크게 세 가지로 나타난다.
첫째, 장기입원 노인환자들의 감소가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어떤 카운티(광역단체)에서
는 50% 정도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Anderson & Karlberg, 2000). 이 효과는 적절한 요양
시설과 재가복지 시설의 제공에 의해 가능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로는 ‘노인전용주
거생활시설(special housing: non-nursing home type)'과 재가복지 시설의 두드러진 증가이다.
세 번째 변화는 기초자치단체가 재가복지 관련 요양 서비스들의 질과 양을 증가 시켜왔다
는 점이다. 이 변화는 카운티(광역단체)소속 재가요양전문 인력을 기초자치단체로 이전시
켰고, 간호인력의 서비스 질 모니터링을 의무화함으로써 가능해 졌다.
이러한 긍정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급성케어와 장기요양 영역간의 서비스 통합 및 조정은
여전히 과제로 남고 있다. 의료영역과 요양영역간의 서비스 단편화나 분절화 현상은 크게
감소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재정적인 측면에서도 늘어나는 노인인구와 기초단체의 제한
된 조세 징수율은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속적으로 압박하여 많은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
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6).

(2) 서비스 제공장소 동일 배치
몇 몇 지역에서는 기초자치단체(municipality)에 소속된 가정간호사들이 지역별로 배치되
어 재가요양을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담당 간호사(district-nurse)들은 주치의나 지역보건
센타에서 제공하는 노인케어와 더불어 재가요양 서비스들을 전반적으로 조정하는 역할을
하면서 통합적 서비스를 점검해나간다. 또 이 간호사들이 의료와 요양서비스가 동시에 필
요한 노인들에 대해서는 야간에도 활동하며 노인들의 상태를 점검해가는 야간순찰 프로그
램도 있다.

(3) 주거와 요양의 통합
앞서 언급했듯이 주거와 요양서비스간의 통합은 스웨덴 장기요양 정책의 중요한 제도 변

6) GAO(General Accounting Office, USA)에 의하면 스웨덴의 1991년에서 1993년 사이 노인복지 서비
스의 본인 부담률은 4%에서 10%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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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로 특히 보다 많은 노인들을 지역사회에 오래 거주하게하려는 정부의 이 부분에 대한 관
심은 강하게 나타난다.

특히 정부는

노인전용주거형태(special accommodation: Särskilda

Boendeformer) 의 사양을 다양하게 하여 신체 및 인지기능이 제약된 노인들의 욕구에 부합
하는 데 관심을 가졌다 (스웨덴 보건복지부, 2001). 이러한 주거형태로는 요양시설이나 그룹
홈이외에도 서비스 ‘block’의 형태로 나타난다. 스웨덴의 서비스 ‘block'은 일반 공공주택이
나 영구임대 아파트 단지 안에 노인전용 아파트나 주택을 의미한다.
지방정부는 중앙정부로부터 주거시설의 건설, 리모델링 및 일부 시설 관리 등에 대한 재
정보조금을 받고 전반적인 주거시설들을 소유하여 관리한다. 기초자치단체는 비용의 총
90%를 정부보조금 포함하여 책임지고 나머지 10%는 개인들에게 부담한다. 지방정부에 따
라 차이는 있으나 이 10%의 본인 부담금은 임대료, 식대 및 기타 케어 서비스 비용에 사용
되어진다. 주거관리소에서는 식사, 건물청소, 여가 및 제한된 교통 서비스들을 책임지며, 가
정간호, 가사지원 및 기타 재가요양 서비스들은 시정부에 의해 지정된 서비스 제공자들에
의해 제공되며 가능한 주거시설과 통합적으로 조정되어 지도록 관리되어진다.
일부 지역에서는 비영리 단체나 주거조합들이 주거와 요양서비스 뿐 아니라, 현장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와 가사지원서비스 까지를 책임지는 통합 주거요양 타운을 운영하고 있
으나 이는 아직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스웨덴 정부는 각 지방정부가 각 지역의 특색
에 맞게 이러한 종합적 프로그램을 지속해 나가는 데 대한 재정 유인책을 구상중이다.

3. 통합적 케어 체계 구축과 케어 매니지먼트 체계 (care management system)
지금까지의 통합적 케어 체계 구축에 관한 논의에서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개념이 케어
매니지먼트다. 케어 매니지먼트는 확장된 사례관리 모델의 기능과 통합된 재정 운용, 일련
의 서비스 페키지 등을 특징으로 하며 오늘날 통합적 장기요양 제도의 핵심 요소로 논의되
고 있다. 앞서 언급되었듯이 우리나라 노인수발보험제도에서도 케어 매니지먼트를 도입하
려고 하고 있어 다른 구성요소들보다 함의가 가장 큰 요소로 보다 심도 있는 고찰을 하고
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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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케어 매니지먼트의 국가별 비교 영역

장기요양 제도와 관련된 케어 매니지먼트는 여러 국가들에서 기존의 복지 및 의료 서비
스 전달체계에 맞춰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 WHO(2003)는 여러 가지 케어 매니지먼트 관
련 연구들에서 다양성을 보이는 7가지 요소들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 대상자 선정(targeting)
- 사례 수(caseload size)
- 케이스/케어 매니지먼트 담당기관(location of case management)
- 케이스/케어 매니지먼트 실천유형
- 케이스/케어 매니저의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영향력
- 케이스/케어 매니지먼트 실천의 질 관리 및 표준
- 전반적인 케이스/케어 매니지먼트 실천 과정상의 논리성 및 일치성

케어 매니지먼트의 실제 전달에 있어 위의 요소들은 핵심적 사항들이나 국가별 케이스/
케어 매니지먼트 모델들마다 편차를 보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7가지 요소들 중 현재 한
국의 노인수발보험제도 설계와 특히 관련이 높은 처음 다섯 가지 각 요소별로 세부적 사항
들에 대해 논의해 보겠다.

(1) 대상자 선정
케어 매니지먼트의 대상에 대한 다양한 논의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왔다. 영국의 Audit
Commission (1992)은 다음의 네 가지 집단을 주 대상으로 보았다. 네 집단으로는 첫째, 입소
시설서비스의 위험이 높은 집단, 둘째, 수발부담으로인한 스트레스 큰 수발자와 거주하는
집단, 셋째, 장기시설입소로부터 재배치(지역사회복귀 포함)를 원하거나 필요한 집단, 마지
막으로 외상이나 증상의 일시적 악화로 인한 집중적인 재가의료 및 요양서비스가 필요한
집단을 들 수 있다.
또 미국에서의 20개 장기요양 시범사업에 대한 연구에서는 클라이언트의 대상자 선정기
준이 크게 기능제약(functional impairment, 14개 사업), 요양시설 입소 위험(10개 사업), 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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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에서 퇴소 가능성 (8개 사업), 퇴원환자(7개 사업)으로 나타났다 (National Institute on
Community Based Long-term Care, US, 1988).
일본이나 독일과 같은 장기요양보험제도를 갖고 있는 국가에서는 평가판정 체계를 통해
일차적으로 대상자의 위험(욕구수준)을 정하고 케어 매니지먼트(일본)나 서비스 지원체계로
의 진입(독일) 대상자로 선정되고 있다(윤문구, 2005).
전반적으로 다양한 기준들이 케어 매니지먼트에 적용되고 있으나 대상자 선정기준은 제
도의 재정과 관련된 중요한 변수이므로 점차 많은 국가들이 고령사회에 장기요양 서비스를
보다 공식적인 단일 체계로 현 상황에서 대상자에 대한 평가판정 기준의 표준화에 관심을
갖고 있다.

(2) 사례 수(caseload size)
사례 수는 케어 매니지먼트의 질과 실천유형에 핵심적인 요소이다. 케이스 수는 대상자
집단의 특성, 지속 기간 및 강도, 지리적 특성 등에 따라 다양해 질 수 있다 (Challis et al.,
1994) 특히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기준이 사례 수를 정하는 중요한 항목들로 볼 수 있다
(National Institute on Community Based Long-term Care, US, 1988).

- 대상자 집단의 특성
- 케어 플랜의 복잡성, 지역적 특성 (도시/농어촌)
- 행정적 지원 정도
- 가능한 재가요양 서비스의 정도 및 책임성
- 재정지원에 대한 통제정도

영국의 Thanet, Gateshead, Darlington 시범사업의 케어 매니지먼트에서는 한 케어매니저
당 25-30인에 대한 케어 매니지먼트가 이루어졌으며, 미국의 워싱턴 주에서는 고령자 케어
프로그램(aged care program)에서 50인 정도에게, 위스콘신 주의 Wisconsin Community Option
Program에서는 40인에게 실행되었다.
Applebaum 과 Austin(1990)의 연구에서는 장기요양 서비스를 위해 35-38인 정도가 적당하
다고 제시되었으며, follow-up, 모니터링 및 재평가 등의 강도에 따라 대략 30-50인 사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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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다는 것이 케어 매니저들의 서베이로 나타났다.
대체적으로 사례수와 효과적인 케어 매니지먼트 실천과는 높은 관련성이 있음을 알 수
있으나 정확한 사례 수는 각 국가별로 차이가 클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국가별로 장기요
양 제도의 재원과 전달체계에 따라 탄력적인 적용을 해나가야 할 것이다.

(3) 케이스/케어 매니지먼트 담당기관(location of case management)
각 국가들의 케어 매니지먼트 담당 기관은 차이가 크다. 또 한 국가안에서도 케어 매니
지먼트의 유형에 따라 다양한 담당기관이 존재하고 있다. 담당기관들로는 공적 부서(지방자
치단체의 복지 및 보건 담당 부서), 병원, 정신건강 팀, 일차진료기관, 독립 조직 및 개인자
격의 케어 매니저 등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의료체계까지 포함하는 경우 일차진료기관 (국가별로 GP 또는 PHC 등)에서 담당하는 경
우도 있으나 이런 경우 이 담담기관들이 집중적인 케어 매니지먼트가 필요한 대상에 대한
사례관리를 제공하기는 힘들다.
노인들에 대한 장기요양 서비스의 경우는 앞 절에서 언급한 통합서비스가 동일 배치된
(co-location)장소에서 담당하는 경우들도 있다. 독일의 Sozialstation, 일본의 거택개호지원센타
등이 이에 해당된다. 그러나 이 국가들의 경우 이러한 곳에서만 케어 매니지먼트가 제공되
는 것은 아니며 단지 서비스 조정의 용이성이라는 측면에서 담당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또한 담당기관은 서비스 모니터링, 질관리, 서비스 수요관리 및 재정관리 등이 한 조직에
서 가능한 체계인지 아니면 다양한 기관들이 개입하고 있는 지에 따라 국가별로 또는 제도
별로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한국의 ‘노인수발보험법’에서도 이 부분은 뚜렷이 명시되어 있
지 않는 데 이것은 아직 여러 가지 관련 조직 및 전달체계가 구체화 되지 못한 것에서 기
인한다고 볼 수 있다.

(4) 케이스/케어 매니지먼트 실천유형
학자나 실천대상에 따라 유형의 구분은 다양하나 장기요양과 관련된 케어 매니지먼트에
서는 앞서 언급되었듯이 사례관리유형을 크게 중계체계 모델(brokered system model)과 통
합체계 모델(consolidated delivery model)로 구분할 수 있다(Estes and Close,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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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중계체계 모델
중계체계 모델은 앞서 언급되었던 전통적인 사례관리 모델을 의미하며 특히 케어 조정과
연결기능에 초점을 둔다. 즉 산재한 자원들을 효과적 및 효율적으로 대상에게 연결시키는
지가 중요 관심사가 된다. 이 중계체계 모델은 key worker 또는 책임 사례관리자를 어떻게
구성하는 가에 따라 단일사례관리(single case management)와 팀 사례관리 모형으로 구분되
기도 한다.
Key worker 중심의 사례관리는 영국의 사례관리제도에서 많이 나타나는 데, key worker의
주요역할로는 첫째, 지명된 key worker에 의한 개별화된 케어 플랜(individual plan of care)
작성 및 제공, 둘째, 클라이언트의 케어에 대한 책임성 강화, 마지막으로 클라이언트의 상
황과 연계된 그들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준다는 점이다(Mallison, 1995).

나. 통합체계 모델
통합체계 모델은 주관 서비스 기관 중심으로 다양한 서비스의 통합체를 구성하여, 이 곳
에 가입한 대상이 다양한 케어를 자신의 기능상태(또는 욕구정도)에 따라 통합적으로 제공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통합체계 유형은 단지 기능적이나 물리적 통합 이상의 전달체계와
비용관리가 통합된 정도를 말한다. 지역사회에서 이 통합모델의 발달은 미국의 경우 고 단
위 비용의 시설중심 장기요양 서비스의 비용절감 전략으로 대두되었다. 시설입소 정도의
중증 대상을 재가서비스 통합체계에서 관리하여 상대적으로 비용절감 효과를 볼 수 있게
되었다. 또, 케어의 만족도나 서비스 제공의 질 관리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통
합체계는 통합을 통해 얻게 되는 인센티브가 낮을 경우 통합주체가 어느 정도의 위험을 갖
게 된다는 단점이 있다.
통합체계 모델의 비용통제 전략은 인두제 방식의 예산집행 및 재정운영과 사례관리자나
케어 매니저가 갖는 예산집행의 유연성(budget flexibility)을 들 수 있다. 인두제 방식에 의한
사례관리모형의 특징은 사례관리자의 담당 대상자 수만큼의 예산을 편성 받아 그 한도 안
에서 사례관리를 통한 서비스 구입을 대상자의 욕구에 맞게 유연하게 집행해나가는 것이
다.통합체계 모델의 핵심사항은 케어 매니지먼트의 실천이 전통적 중계적 기능만을 담당해
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Applebaum & Austin, 1990). 특히 오늘날 중요시 되는 재정관련 케
어 매니저의 역할은 중요한 케어 매니지먼트의 기능으로 여겨진다.

- 92 -

OECD 국가의 통합적 장기요양체계에 대한 비교연구

(5) 케이스/케어 매니저의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영향력
케어 매니지먼트에 관련된 연구들은 케어 매니저가 서비스 전달과정이나 제공된 서비스
에 대한 영향력이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 그 효과성이 다르다는 점을 보여준다(Challis et al.,
1990; McDowell, Barniskis & Wright, 1990). 즉, 전통적 중계모형의 경우 서비스에 대한 영
향력이 부재하여 케어 매니저가 세운(또는 케어 매니지먼트 과정에서 세워진) 케어 플랜들
이 제대로 실행되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비판되어 진다(Applebaum & Austin, 1992).
즉. 서비스에 필요한 자원에 대한 케어 매니저의 통재 부재는 클라이언트에게 필요한 서
비스를 제공하는 측면보다 서비스 제공자와 서비스 대상 간의 협상을 통한 중계의 역할만
이 존재하게 된다.
서비스 구매자와 제공자간의 역할 구분은 서비스 제공에 있어 중요하다. 영국의 케어 매
니저의 발달과정을 보면 케어 매니저가 서비스 구매자 역할을 하면서 통합적 서비스를 클
라이언트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해나감을 알 수 있다.
서비스

구매와

관련되어서는

통합적

구매

(macro-purchasing)와

세부적

구매

(micro-purchasing) 가 구분될 필요가 있다. 통합적 구매는 한 지역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통
합적으로 지방정부가 구매하여 (서비스 제공자와 계약을 통해) 제공해나가는 것을 의미하며
세부적 구매는 개별 케어 매니저가 필요한 예산안에서 서비스를 구매해서 개인에게 제공하
는 것을 의미한다 (영국의 DOH, 1991). 그러나 서비스의 특성상 구매자와 제공자가 구분되
기 어려운 대상들이나 서비스 내용이 존재한다. 상담이나 지지 서비스 등이 대표적인 예
다. 개념적으로는 서비스 제공자들이 담담해야 하는 역할이지만 케어 매니저가 대상자들에
실행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야 되는 서비스들로 간주된다.
전반적인 케어 매니지먼트 실천과정에서 서비스 제공자와의 관계를 어떻게 형성하는 가
는 장기요양 서비스 전달의 효과성, 효율적 재정운영 및 서비스 만족도 등을 결정짓는 중
요한 요소이다. 케어 매니저가 제공자에게 너무 엄격한 수퍼비젼을 제공하거나 감시하는
관계는 오히려 제공자들의 서비스 제공저항 및 대상자에게의 비용부담 전가라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으며, 단순한 조정 및 의뢰 역할은 질 및 비용관리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 따라
서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한국의 노인수발보험제도상의 케어 매니지먼트 기능에서도 이러
한 서비스 구매자와 제공자, 케어 매니저라는 3자간의 역할을 어떻게 결정해야할지를 충분
히 고려해야한다.

- 93 -

한국사회복지행정학 8권 제2호(통권 제17호)

3) 덴마크, 네덜란드 및 스웨덴 의 케어 매니지먼트 사례

(1) 덴마크
덴마크는 1980년대 이후 점차 노인 장기요양의 책임을 지방정부 관할로 이전하며 1987년
에 “The Housing for the Elderly Act"를 제정하였는데 이 입법의 중요 취지는 보다 많은 노
인들이 ‘가능한 오래 동안 자기 집에서 독립적으로 살 권리’를 법으로 보호해 주기 위해서
였다. 이 후 대대적인 요양시설의 변화가 이루어졌다. 예를 들어 Skaevinge라는 소도시에서
는 요양시설을 24시간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주쉼터(sheltered residence)로 전환하고 일
괄적인 서비스 제공에서 욕구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Aalborg 지역은 요양시설을 보
다 많은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Activity Center로 개조하였다. 덴마크는 지역사회거주 노인들
을 위한 종합적인 사정 및 클라이언트 관리 체계를 갖추고 있다 (Petersen & Rostgaard,
2000).
노인들의 욕구사정과 케어 계획 수립을 위해 덴마크의 케어 매니저들은 75세 이상의 모
든 노인들에게 예방적인 차원에서 일년에 최소 2번 방문을 하고 있다. 대부분의 케어 매니
저들은 기초자치단체(municipalities)에 소속되어있다. 이 중 공식적인 케어가 필요한 대상의
경우에는 홈케어 매니저에 의해 심도있는 사정이 이루어지며, 이에 따른 케어 계획을 통해
서비스 제공자는 특정계약을 맺게 된다. 클라이언트가 계획된 서비스에 대해 불만이 있을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간병인력과 가정간호 인력들 역시 요양서비스 제공을 위해 협력하게 되며 전반적인 과정
은 홈케어 팀에 의해 모니터링된다. 의학적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나 시설입소의 위험이 강
한 경우 그 지역에 위치한 노인의학팀이나 노인전문의사에게 상담이 의뢰 된다(Stetvold et
al., 1996).

(2) 네덜란드
네덜란드의 케어 매니지먼트는 다양한 케어 네트웍을 연결하고 조정하는 역할에 초점을
둔다. 네덜란드는 1980년대 후반부터 사례관리나 케어 매니지먼트의 개념을 본격적으로 의
료 및 노인복지에 도입하였다. 네덜란드 의료/장기요양 서비스 제공에 있어 최근 두드러진
특징은 제공영역간의 수직적․수평적 통합7)이다. 특히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자들(가정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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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보호 등)과 노인거주시설, 요양시설 및 의료서비스 제공 시설 들간의 통합이 이루어지
고 있다. Venlo Project 로 알려진 시범사업은 가정간호 서비스 기관, SWO, 노인주거시설 3
자가 통합하여 재정을 pooling하고, 한 장소에서 intake, 사정, 케어 플랜 작성, 및 서비스
조정활동을 실행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이러한 통합을 위해 네덜란드에서는 통합적인 케어 매니지먼트 체계를 중요하게 활용하
고 있다. 이런 활용 시범사업 중 한 가지가 “chain of care"의 개념을 활용한 ”transmural
care" 모델이다. 이 모델은 시설과 재가요양간의 통합을 주된 활동으로 보다 더 대상자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려는 움직임의 일환이다. 특히 ‘transmural care center'
를 중심으로 병원과 가정간호 기관과의 통합을 통해 중풍이나 고관절 탈구 등의 노인환자
들에게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Nies, 2002). 보다 더 사회적 케어 모델에 가까운 통합
서비스 제공도 특히 노인정신건강관련 서비스 센타들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
러한 통합적 노력이 지속적으로 확대될지는 현 의료서비스와 사회복지 서비스 재정간의
비통합적 운영으로 볼 때 확신하기 힘들다.

(3) 스웨덴
스웨덴에서의 케어 매니지먼트는 최근 노인요양서비스에 있어, 서비스 대상자 선정, 조정
및 재가요양서비스의 효과성 증가의 핵심적인 기제로 자리잡고 있다. 1980년대 이후 대부
분의 기초자치단체에서 시작된

다학문적 팀(multidisciplianry team)에 의한 ‘care planning

team(케어플랜팀)'은 오늘날 사례관리 팀(case management team)으로 변모하였다. 1992년의
노인복지개혁법은 이 팀에서 노인대상자를 위한 주거보장, 사회복지 서비스 및 요양관련
욕구를 관리하게 하였고, 동시에 사례관리 팀의 역할도 사례발굴, 욕구사정, 케어 계획수
립, 서비스 조정 및 모니터링으로 확대조정 하였다.
몇 몇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이러한 기능들이 구매자-제공자간의 역할 분담 맥락안에서 실
행되어진다. 즉, 지방정부는 서비스의 대상자와 이용권을 결정하고 실제 서비스 제공은 민
영계약자에서 제공되어진다.

7) 수직적 통합(vertical integration)은 경증에서 중증까지 대상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다양한 수준의 서
비스 통합을 의미하며, 수평적 통합(horizontal integration)은 동일한 수준의 케어 제공자들간의 합병
을 통한 franchise 방식의 제공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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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결론 및 제언
지금까지 살펴본 OECD국가들의 통합적 장기요양 제도 구축에 대한 논의들을 정리해보
면 노인들의 다양한 요양복지욕구를 부합시키기 위해 의료서비스, 사회복지서비스 및 주
거보장정책들이 핵심적 요소들로 논의 되어 온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실제 이러한 노
력에도 불구하고 의료와 사회복지 영역간의 통합이 전반적으로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만
큼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들이 많지 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통합적 체계의 구축을 위해서는 재정, 행정 및 관리, 조직, 서비스 전달체계,
실천적 수준 등에서 통합을 위한 변화가 동시에 일어나야 하는 데 실제 제도상의 변화가
뚜렷이 발생하지 못한 것에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살펴본 일부 OECD 국가들은 통합적 요양서비스 체계
구축을 핵심 목표로 삼고 의료와 장기요양 서비스 들을 실행해나가고 있음을 알 수 있었
고, 이러한 실행을 행정조직간의 통합, 서비스 동일배치 및 주거와 요양의 통합이라는 영역
별로 살펴보았다. 동시에 핵심적 기제인 케어 매니지먼트의 활용을 요소별로 비교정리해보
았다. 이를 통해 영역별로 진행되고 있는 몇 국가들의 노력과 도전에 대해 고찰함으로써
한국의 장기요양제도에 적합한 통합서비스 체계를 고려해 볼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본 연구를 통해 ‘노인수발보험제도’에서의 통합적 케어 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구성요소
별로 다음 사항들이 장기요양 제도 설계에 포함되어져야 된다고 본다.
첫째, 장기요양관련 행정조직의 통합과 관련된 논의다. 현재 노인수발보험제도 시안을 전
제로 고려할 때, 중앙정부, 건강보험공단 및 지자체간의 요양업무 통합과 분화에 대한 명확
한 정리가 필요하다. 동시에 행정조직의 어느 수준에서 통합을 이루어 관리할 것인가도 검
토되어야 한다. 특히 관리기구인 건강보험공단과 지자체간의 업무 조직 통합안을 일체형,
파견형, 전담부서형으로 살펴보면 아래 <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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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노인수발보험제도의 행정구조의 통합행정모형과 운영방법
행정모형

운영 방법

일체형

․ 지자체와 건강보험공단의 노인수발관련 업무를 한 장소와 부서에서 일괄관리하도록 ‘수발
보험업무부서’를 설치하여 수발업무를 전담
․ ‘수발보험업무 통합센터’가 장기요양의 전 업무를 담당

파견형
(건보공단)

․ 지차체의 수발보험업무담당자가 지역건보공단 사무소에 파견되어 요양업무를 담당
․ 제도 초기 건보공단이 업무에 주력하는 경우 현실가능성이 높음(지자체에서 파견된 직원이
업무를 배워나가며 추후 지자체의 재정적 기여가 높을 때 다른 형으로 변경)

전담부서형

․ 지차체와 건강보험공단내에 각각 수발보험업무를 전담하는 부서를 두고 상호협력 해나가는
체제를 구축
․ 이 경우 새로운 행정조직은 불필요하나 양 조직에 속한 부서간의 연계가 핵심 과제가 됨

한국의 현실을 고려할 때, 전담부서형의 긴밀한 연계 혹은 시군구단위에서의 ‘공단중심의
파견형’을 먼저 시범실시하면서 중장기적으로 ‘노인수발보험업무 통합센터’등의 일체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때 중앙정부는 공단본부와 함께 행‧재정지원 및 전체업무에 관한
모형개발 등 제도 전반의 설계 등을 담당하며, 시‧도는 실질업무의 지원 및 총괄을 담당함
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리라 본다.
둘째, 서비스 제공장소 동일 배치와 관련하여서는 크게 세 가지 차원에서의 접근이 필요
하다. 첫째, 재가요양시설의 동일배치와 관련하여 현 재가요양시설을 동일배치할 경우 가정
파견봉사시설과 주간보호시설의 동일 배치가 가장 효과적으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주간
보호시설을 거점으로 재가요양 전반적인 케어플랜 수립과 실행을 점검해나가는 것이 필요
하겠다. 다음으로는 독일의 sozialstation의 예에서 보았듯이 시설과 통합재가요양시설(가칭)
간의 연계 및 조정이 필요하다. 노인수발보험제도가 실행되면 요양시설과 재가시설간의 대
상자 이동이 크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데 이에 따른 연계 및 조정 전담 조직이 사례관
리자 중심으로 이루어져야하며 동시에 연계 및 조정에 따른 비용이 수가체계에서 고려되어
야한다. 마지막으로 종합병원, 재활병원 및 요양시설간의 연계 및 조정을 통해 통합적 케어
체계의 궁극적인 목적인 의료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꽤할 수 있다.
셋째, 주거와 요양서비스의 통합(service-enriched housing)에 관한 고려사항이다. 현재 한
국형 service-enriched housing의 개념으로는 (1) 다기능일가구형태 (한 건물에 여러 가지 기
능을 갖춘 시설), (2)주거전용우선 + 제한된 재가요양 (주거전용의 생활시설에 단순수발 중
심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다 다양한 서비스를 연결시켜주는 시설) (3)주거전용 (노인전용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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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설과 동일)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개념의 주거형태를 보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노인주거복지 정책과 요양정책의 통합이 절실히 요구된다. 현재 주거복지 정책은 임대료보
조 정책과 주택공급정책이 맞물려 실시되고 있으며, 공적부조급여안에 주거급여가 통합되
어 지급되고 있으나 앞으로 장기요양정책과 관련하여 주거급여를 분리운영하여 현금과 현
물의 배합을 강조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 수발대상자가 수발보험에 의해 확대됨으로 주거복지 급여 대상자를 요양서비스 대상
자 선정과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다. 즉, 저소득층 노인의 경우는 기존 주거복지 급여
에 요양서비스 급여를 통합하여 제공함으로 재가복지 시설이나 소규모 공동거주 시설로의
유인을 통해 주거 및 요양 보장 정책을 실시하고 케어가 제공되는 노인공동주택의 구입이
나 임대료 납부가 어느 정도 가능한 소득 노인층에게는 본인부담과 공적인 보조를 동시에
고려해나갈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케어 매니지먼트와 관련하여서는 통합적 재정운용, 대상자 선정의 명확성, 개
입의 지속성, 과정상의 논리성이 절실히 요구된다. 통합적 재정(integrated funding)은 케어
계획 수립과 서비스 제공에 있어 재정적 압박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대상자 선정의 명확
성은 평가판정체계와 더불어 케어 매니지먼트 서비스의 중복성이나 비용손실을 절감할 수
있다. 또 케어 매니지먼트 개입의 각 단계별 책임소재와 재정지원의 명확성을 통해 지속성
이 보장되어하고 프로그램 목표, 실천 환경과 실천에 대한 유인책(incentive) 들 간의 논리적
연관성이 전반적인 서비스 목표달성에 필수적으로 나타나야 하겠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 논의한 통합적 케어체계에 대한 논의는 우리나라 장기요양제도
의 설계와 방향성에 있어서도 필수적인 논의로 볼 수 있다. 즉 비용통제와 제도의 효과적
인 실행을 위한 중요한 기제로서 이 두 가지 요소가 충분히 작동할 수 있는 노인수발보험
제도의 설계가 필요하다고 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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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Comparative Study on Establishment of Integrated Long-Term Care Systems
in OCED Countries
Kim, Chan-Woo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This study explores recent trends of long-term care polices in OCED countries regarding
establishment of an integrated long-term care system and examines the implications of integrated
care to prospective 'Public Long-Term Care Insurance for Elders' in Korea. Since 1990's
integrated long-term care is one of key components for the successful long-term care policy in
many OECD countries which have suffered from fast increasing long-term care expenditures in
last two decades.
In the first section, this article discusses the concept and theoretical frameworks of 'integrated
long-term care'. In the second section, the need of integrated care for the successful long-term
care policy are discussed by two dimensions: the definitions of long-term care and the complex
needs of long-term care clients.

In the third section, long-term care policies in Germany,

Denmark, Sweden and Netherlands are reviewed and compared by four components of integrated
care:

administrative integration,

service

co-location,

service-enriched

housing and

care

management. This study finds that there are still many challenges to establishment of the
integrated care system regarding the integration of medical and social care in spite of various
national strategies and efforts for integrating LTC services. The effect of integrated care,
however, are slowly shown in the community long-term care settings for frail elders living in
the community. The conclusion of this study suggests several alternatives and implications of
integrated care to the proposal of Korean Public Long-term Care Insurance scheduled for
launching in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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