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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서비스의 역사

• 전세계적으로 1970년대까지복지서비스제공자(provider)로서국가의기능

ü 민간부문에의해서제공되는복지서비스에대해서직접보조금을지원하거나세금감면등의간접보조를행하는지원(subsidies) 

ü 규칙이나절차의제정과강제를통해서복지서비스제공과정을통제하는규제자(regulator)

ü 최대규모의단일고용주(employer)

• 1970년대후반이후등장한신자유주의적돌봄서비스

ü 개인의자율적선택과경쟁을중시하고정부의개입을최소화하는입장

• 국내에서는 1990년대중반이후본격화된우리나라지방자치단체들은책임과공공성은정부가담당하되, 능률이나효과는

민간부분에일임한다는원칙으로공공서비스의공급이나운영을상당부분민간으로이양함

황병해 (2010)



국내 돌봄서비스 현황

• 국가주도의독점적서비스공급에따른비효율성, 저소득취약계층에국한된상대적폐쇄성, 

수급권자와공급기관의도덕적해이, 통제에따른행정비용증대등의문제제기

• 2007년바우처방식도입: ‘선택과경쟁’이라는시장원리를도입해효율과형평에충실하는방식

ü이용자들이직접서비스종류, 양, 제공기관및요양보호사등원하는서비스이용할수있는제도

ü 2007년: 노인돌봄, 장애인활동보조, 지역사회서비스

ü 2008년: 산모･신생아도우미, 가사간병방문, 임신･출산진료비지원

ü 2009년은장애아동재활치료, 보육전자바우처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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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우처 방식인가? 그리고 현실은?
• 재가노인 160만명대상서비스

• 첫째, 공공서비스의효율과형평보장함

-> 이용자는질 좋은서비스를선택할기회를제공받지만, 각종자원이나정보의차이로선택과정에서불평등이발생

• 둘째, 특정목적을위한공공서비스의수요와공급을조정할수있음

-> 현물지급에비해서소비자선택권은떨어짐

• 셋째, 공공부문의비효율성문제를해결하기위해민간부문의생산시설이나제도를이용할수있음

-> 어떤서비스를누가어떻게결정하나?

• 넷째, 정부예산을통제하는기능

-> 국회예산심의및결정에서의문제점

• 다섯째, 정부의돌봄서비스관리비용을줄일수있음

-> 서비스질향상을위한경쟁보다는소비자유인을위한공급자들의경쟁심화

정광호 (2006)



장기요양보험이란? 현재 10조, 2065년 239.3조

ü고령이나노인성질병등으로인하여 6개월이상혼자서일상생활을수행하기어려운노인
등에게신체활동또는가사지원등의장기요양급여를사회적연대원리에의해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 (요양원 80만명대상)

ü가입자와국고및지방비재원

김용하. 보건사회연구 2020;40(4):149-177.



노인시설에서의 돌봄노동자

• 2008년 7월일반인들도장기요양등급을받아돌봄서비스를이용할수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기반

• 전세계적으로돌봄노동자들은낮은임금수준과높은이직률이문제임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2006)

• 직업적정체성: 자율성, 인간관계와역할, 직업에대한소명의식, 그리고전문적

기반등을포함하는개념으로조직의효율성과효과성에중요한영향을미칠뿐

아니라종사자개인의생계와보람있는삶을위한본질적인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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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서비스에서의 구강관리

• 65세어르신중재가 160만명, 요양시설 80만명, 요양병원 5만명입소

• 스스로구강케어를할수없고, 거동이불편하여치과에내원할수없어방치

• 2016년 9월에치과촉탁의(계약의사) 제도를도입: 2000여명교육자중 20명만활동

• 치과의사들이시설에방문

• 구강건강관리항목: 요양보호사, 간병인대상으로구강위생관리와교육, 구강건조증관리, 구강기능

재활, 구강통증관리, 간단한발치와구강염증및감염처치, 틀니조정과수리등

• 그러나현실은노인장기요양보험법근거로구강케어만가능하여의료법근거치과진료행위금지됨



복지부 발간 요양보호사 실습 매뉴얼

http://www.mohw.go.kr/react/jb/sjb030301vw.jsp?PAR_MENU_ID=03
&MENU_ID=0320&CONT_SEQ=338866&page=1

•현장에서의문제점
ü하루관리해야할환자의수 > 10명
ü근무시간이주 40시간을초과



돌봄 소요시간



구강관리의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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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에서 치주질환과 전신건강

• 양치를할때잇몸관리: 29.1%
• 양치법교육경험: 46%

• 1일평균양치횟수: 50% 1~2번

치주질환은국민 10명 중 6~8명



구강관리의 중요성

• 2015년에서 2020년까지의한국인기대수명은 82.5세

• 한국인건강수명이 64.4세

• 신체활동저하와인지기능장애로스스로구강위생관리에어려움이있는노인환자의

전신건강을포함한치면세균막관리및의치관리등구강건강관리가안됨

• 불량한구강위생으로인한흡인성폐렴은고령환자에게치명적인전신질환의원인

• 노인의구강건강관리에있어가장큰문제점으로 ‘구강건강관리지식의부족’

장경애 & 허성은. 요양기관종사자의구강건강관리교육경험에따른구강건강인식정도와구강건강관리제공실태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Oral Health Science 2020;8(3): 37-44



구강관리 관련 지식 및 설문조사 (N = 186)

장경애 & 허성은. 요양기관종사자의구강건강관리교육경험에따른구강건강인식정도와구강건강관리제공실태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Oral Health Science 2020;8(3): 37-44



메디컬 디자인 기반 의약외품 개발 및 의료기기 제조 역량 보유

잇몸안쪽세척이가능한신개념구강세정기 : 2022년 2월 22일 “일상의구강관리토털솔루션” 서비스개시

세계보건기구(WHO): 치주질환 및 뇌심혈관질환 통합 예방·관리 추천



신개념구강세정기COMORAL®



신개념구강세정기COMORAL®





생활습관병(lifestyle disease)

• 생활습관의잘못으로생기거나악화되는병

• 중년기(40~65세)에발생

• 발병하면완전한치료가어렵고기능장애로인하여

사회활동에많은지장을초래

• 과다한영양섭취, 적절한운동의부족, 술, 담배, 
스트레스에대한부적응등이원인

• 대표적으로당뇨, 고혈압, 비만, 고지질혈증, 심장병, 
만성치주염등

• 치료를위해서는생활습관을바꾸는것이가장중요



돌봄서비스지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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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기반통합돌봄



돌봄(care)의 정의와 범위

• 건강생활상에무엇인가의이유로자기간호(self care)를행할주체자에문제가있어서돌봄자가돌보는것

• 돌봄(介護)의범위

⑴영양과먹여주는도움

⑵재해방지

⑶통원및외출시부축과돌봄

⑷의복과집안의조정및정리정돈

⑸금전관리

⑹의료및복약의관리

⑺의료기관및의사를방문하는일과입원시돌봄

⑻청구서및신청등의서류의관리

⑼이동, 섭취, 배설, 목욕, 수면등의개조

⑽이야기를들어주는것(정서적돌봄)

김철웅외. ADL(Activities of Daily Living)을이용한무료노인요양시설수용노인의돌봄필요도에관한연구. 
보건연구정책센터



노인 건강상태 측정변수



돌봄 현장의 문제

• 2013년미국연구: 사망 1년이전부터

일상생활에제한이있던고령자는 20%, 
사망 1개월까지도일상생활에제한이없는

고령자가 40% 이상

• 어르신은만성기와급성기가반복하는

돌봄주기가존재

-> 의료와복지영역을통합할수있는직역이

없어사회복지사에대한기대가큼

• 비용편익분석에서중증도질환을앓는

노인의경우에는재가돌봄이시설돌봄보다

고가임

성종호. 의료정책포럼 2019



우리나라 돌봄서비스 현황

•장기요양보험: 요양원 80만명
•의료보험: 요양병원 5만명
ü요양병원수(1558개)와병상수가증가(연평균 11.2%) 및
대형화(2018년)

ü100병상이상요양병원 10년동안 6배증가(1331개)
ü100병상미만은 2012년부터감소(204개)
•바우처사업: 재가 160만명은병원에서급성기치료후
귀가하지만, 노-노(老-老) 케어에의존



지역사회 기반 통합돌봄

• 초고령사회대비를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국민연금, 개인적차원에서노후준비가필요하나

고령화에대한사회적기반형성이부실하고, 가정간호, 방문간호, 보건소방문간호와물리치료등

돌봄서비스가분절되어있으며, 정부주도로이루어지고있음: 연속적 (Continuum of Care), 지방

중심적, 직역협업으로접근하는지역사회기반통합돌봄이필요하다는사회적합의가있음

• 2018년 9월보건복지부는 “케어(care)가필요한주민들이자기 ‘집’이나 ‘그룹홈’등

지역사회(community)에거주하면서개개인의욕구에맞는서비스를누리고지역사회와함께어울려

살아가며자아실현과활동을할수있도록하는사회서비스체계”로정의하며정책의방향설정

• 지자체 16곳시범사업중

• ‘지역사회통합돌봄법’이제정및공표될예정 : 복지중심으로되어있어 1차의료에대한내용은미미



Take Home messages

돌봄에도기술이중요하다.

Hyun Jeong Kim, MD, MPH, Ph.D.
dentane05@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