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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Ⅰ.�서�론��3

01 연구�배경�및�목적

1. 연구 배경

□ 고령사회�노인돌봄정책의�변화

ㅇ 우리나라는 2017년 고령사회로 들어섰고, 2025년이면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 인

구의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전망임

ㅇ 급속한 고령화와 인구구조의 변화, 코로나19로 인한 팬더믹의 장기화로 인해 돌봄 수

요가 더욱 빠르게 증가하면서 돌봄 정책 전반의 혁신이 요구되고 있음

ㅇ 정부는 돌봄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한편, 시설과 병원 중심으로 설계된 사회서비스 공

급체계를 지역사회 중심으로 재편하고, 사회서비스 공급에 대한 지방정부의 책임과 

권한 강화한다는 방침임

– 치매 노인과 그 가족이 모두 떠안아야 했던 돌봄 부담을 국가가 책임지는 ‘치매국

가책임제’ 추진으로 전국 256개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 설치

– 전국 17개 시‧도에 사회서비스원을 설치하기로 하고 2019년부터 시범사업 추진

–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

도록 지역사회 돌봄 인프라를 통합적으로 연계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

업 실시(전국 16개 기초지자체)

– 2020년부터는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 노인을 위해 기존의 6개 노인돌봄사

업을 통합‧개편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시행 

– 이 외에도 사회서비스 혁신 방안 발표 등 돌봄 정책에 있어 많은 변화가 시도됨

ㅇ 특히 코로나19이후 기존의 돌봄체계가 포괄하지 못하는 공적 돌봄의 광범위한 사각

지대가 드러나면서 돌봄에 있어 지방정부, 지역사회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는 추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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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많은 노인이 더 오랫동안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것이라는 예측에,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상황이 앞으로 꾸준히 반복될 것이라는 전망이 더해지면서 병원과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 차원의 대응책 마련이 중요하게 대두

ㅇ 돌봄의 사회화가 촉진되는 과정에서, 지역사회에 요구되는 새로운 돌봄 인프라를 어

떻게 구축하고 통합‧연계할 것인가의 문제가 지역사회 돌봄체계 구축에 있어 지방정

부의 핵심과제로 부상하고 있음

□ 관악구�공공요양시설�건립�추진�

ㅇ 이렇게 돌봄이 지역사회의 주요 복지의제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관악구 공공요양

시설 건립’이 2020년 주민 발의로 제안됨

– 2020년 말 현재 관악구에는 167개의 장기요양기관이 운영 중(재가급여기관 139개

소, 시설급여기관 28개소)이지만, 이 중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공요양시설은 전무

한 상태임

– 28개 시설급여기관(노인요양시설 10개소,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18개소)의 경우 

법인이 4개소(14.3%), 개인사업자가 24개소(85.7%)로 지자체가 운영하는 기관 없

이 모두 민간에서 운영 중

ㅇ 이에 관악구청은 2020년 한 해 동안 온라인 숙의공론장, 주민참여협치의제 선호도 조

사 등 의견수렴을 거쳐 ‘관악구 공공요양시설 건립을 위한 시민추진단 운영사업’을 

2021년 관악구 민관협치의제(복지보건분과)로 선정함

– 이에 따라 2020년 10월 22일 “서울특별시 관악구 노인요양원건립기금 설치 및 운

용 조례”가 제정되었으며(이상옥 의원 대표 발의, 노인청소년과)

– 2021년 4월부터 시민추진단을 구성하여 공공요양아카데미, 선진기관 탐방, 조사

활동 등 주민참여에 기반한 공공요양시설 건립을 위한 제반 활동을 수행함

– 한편, 관악구는 공공요양시설에 대한 높은 주민 수요를 반영하여 2021년 8월에는 

재가서비스를 제공하는 관악구 첫 번째 구립요양시설인 강감찬데이케어센터를 

개소하였음(정원 23명)

ㅇ 관악구청이 시민추진단과 함께 건립을 준비하고 있는 공공요양시설은 이용시설이 아

닌 생활시설로, 향후 부지 및 예산확보, 법률 검토, 운영계획 수립 등 준공 전후의 전 

과정을 주민참여와 협치를 기반으로 수행한다는 방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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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목적

ㅇ 본 연구는 관악구 공공요양시설 건립을 위한 기초연구로, 공공요양시설에 대한 주민 

수요조사를 주 목적으로 함

– 공공요양시설의 건립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바, 그 첫해인 2021년은 지

역사회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욕구를 확인하고, 공공요양시설 건립의 필요와 방

향을 확인하는 기간이라 할 것임

ㅇ 이에 본 연구에서는 노인장기요양시설의 현재와 혁신 동향을 파악하고, 주민의 돌봄 

수요를 확인하여 공공요양시설 건립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향후 관악구 공공요양시설  건립 및 운영계획 수립의 기초자료가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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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연구�내용�및�방법

1. 연구 내용

ㅇ 본 연구는 고령사회 노인요양시설의 현재와 혁신 동향을 파악하고, 관악구 주민의 정

책수요를 확인함으로써 관악구 공공요양시설 건립의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

로 함

– 이에 학술적·이론적 검토보다는 실질적인 정책의 내용과 동향을 파악하고 주민

들의 현실적 수요를 조사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음

– 이와 함께 요양시설 운영의 핵심 쟁점을 파악하여 공공요양시설 건립 시 고려해

야 할 사항을 확인함

– 주민참여‧민관협치에 기반한 공공요양시설 건립의 조건과 방향을 확인하고자 

하였음

ㅇ 주요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먼저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 정책과 장기요양시설의 현황을 문헌연구를 통해 검

토함

Ÿ 노인장기요양제도의 도입 배경과 과정을 살피고 1, 2차 장기요양보험 기본계

획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였음

Ÿ 노인복지법에 근거한 노인 주거 및 노인요양시설의 종류와 특징, 운영 기준 

등을 확인함. 이 과정에서 국토교통부의 고령자 특화주택, 보건복지부의 지역

사회 통합돌봄 등 최근 정책의 변화에 따라 다양하게 고려되고 있는 주거지원 

정책의 내용을 함께 파악하였음

Ÿ 노인장기요양시설은 시설급여기관인 노인요양시설과 노인공동생활가정을 

중심으로 살펴봄. 전국, 서울시, 관악구 장기요양시설의 규모와 운영주체별 

비중을 확인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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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함께 노인요양시설 운영상의 쟁점을 파악함. 시설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 전

문가 인터뷰(FGI)를 통해 시설별 이용자의 특성과 선호하는 돌봄서비스, 운영 상

의 어려움 등 노인요양시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와 대안 등에 대해 의견을 청취

하였음

– 다음으로 국내외 노인요양시설의 혁신 사례를 조사함

Ÿ 노인요양시설 운영의 혁신 사례로 주목받고 있는 국내외 기관을 주체의 다양

성, 공간의 혁신, 서비스 운영의 혁신 측면에서 살펴보았음

– 마지막으로 관악구 공공요양시설 건립에 대한 주민 수요조사를 진행함

Ÿ 관악구 주민 200명을 대상으로 노후의 삶에 대한 인식,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인식, 관악구 공공요양시설에 대한 수요 등을 확인함

�표�Ⅰ-1.�연구�내용과�방법

구분 내용 비고

문헌연구

Ÿ 우리나라�노인장기요양�정책�동향
Ÿ 우리나라�공공노인요양시설�현황
Ÿ 관악구�장기요양시설�현황

각종�논문�및�보고서�검토

심층인터뷰
Ÿ 노인요양시설�운영상의�쟁점
Ÿ 공공요양시설�운영의�전제�및�요건

당사자�인터뷰

기관�종사자�FGI

시민추진단��간담회(워크숍)

사례조사
Ÿ 국내�노인요양시설�운영�및�혁신�사례
Ÿ 국외�노인요양시설�혁신�동향�및�사례

시설�방문�및

2차�자료조사

수요조사

(survey)
Ÿ 관악구�공공요양시설�건립을�위한�주민�설문조사

관악구�주민�200명

(만�40-74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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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방법

ㅇ 연구는  ‘관악구 공공요양시설 건립을 위한 시민추진단’과 기획실행팀의 협조를 얻어 

2021년 5월부터 11월까지 7개월 간 진행하였음

–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공공요양시설 건립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문헌

연구, 기관 방문을 포함한 사례조사, 당사자 및 종사자 심층인터뷰, 주민 수요조

사 등을 실시함

– 이와 함께 시민추진단 워크숍, 공공요양 아카데미, 관악구 공공요양시설 건립을 

위한 주민공론장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음(부록 참조)

– 연구 프로세스는 다음의 표와 같음

�표�Ⅰ-2.�연구�프로세스

연구설계


문헌연구�및�사례조사

Ÿ 우리나라�노인장기요양�정책�동향
Ÿ 우리나라�노인장기요양�시설�현황(전국/서울시/관악구)
Ÿ 국내외�노인요양시설�운영�및�혁신�사례


심층인터뷰�및�FGI 수요조사

Ÿ 1차:�당사자�인터뷰(간담회)
-�대상:�공공요양시설�제안�당사자�그룹

-�내용:�관악구�노인�당사자의�

�����������요양시설에�대한�기대와�우려,�수요

Ÿ 2차:�기관�탐방�및�심층인터뷰
-�대상:�안산�꿈꾸는집�요양원

-�내용:�시설운영�및�서비스에�대한�수요

�����������시설운영�현황�및�혁신�방향

Ÿ 대상:�관악구�주민�200명(만�40-74세)
Ÿ 기간:�2021�8.�17.-9.�17(본조사)
Ÿ 표집:�권역별,�성별,�연령별�할당표집
Ÿ 내용
-�노후의�삶에�대한�인식

-�노인요양시설에�대한�인식

-�공공요양시설에�대한�수요


전문가�FGI

Ÿ 대상:�노인요양시설�종사자
Ÿ 내용:�노인요양시설�운영�경험�및�운영상의�쟁점,�공공요양시설�운영의�전제조건


관악구�공공요양시설�건립의�시사점�도출



Ⅱ

노인장기요양�정책�및

노인요양시설�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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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노인장기요양�정책�동향

1. 노인장기요양 정책 환경

□ 고령화와�돌봄�수요�증가

ㅇ 우리나라는 2000년 고령화사회로 들어선 이후 2017년 고령사회에 도달했고, 오는 2025

년이면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20%에 이르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전망임

– 고령사회 진입의 경우 일본은 24년, 영국은 46년, 프랑스는 115년이 소요된 반면 

우리나라는 소요기간이 17년으로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속도임

– 통계청(2019)은 우리나라가 고령사회로 진입한 2017년부터 향후 10년간 생산연

령인구는 250만 명 감소하는 반면 고령인구는 452만 명 증가할 것으로 추산함

– 2025년 65세 이상 노인인구비율은 20.6%, 2040년에는 34.4%, 2050년 40.1%, 2070년

에는 46.4%에 이를 것으로 추계됨(통계청, 2021)

ㅇ 고령화로 인한 급격한 노인 인구 증가는 돌봄 욕구의 증가로 이어짐

– 평균수명 연장과 인구고령화에 따른 노인의 급격한 증가로 치매, 뇌졸중 등 장기

요양서비스에 대한 돌봄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그 증가 속도가 더욱 빨

라지고 있음

– 85세 이상 후기고령인구의 급속한 증가는 돌봄에 대한 총 수요량을 증가시키는 

결정적 요인이 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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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Ⅱ-1.�고령화율

자료:�통계청(2019);�서형수(2021)�재인용

�그림�Ⅱ-2.�연령층별�인구변화�추이 단위:�세,�만�명,�%

자료:�통계청(2019);�서형수(2021)�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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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노인부부가구 증가, 1인가구 증가 등 가구형태의 변화는 돌봄의 수요를 증가시키고 

돌봄의 사회화를 요구하게 됨

– 가족수발 부담의 증가로 그동안 노인수발을 담당해온 가족 간 갈등이 심각한 사

회문제로 부상하면서 장기요양에 대한 사회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높아짐

– 또한 자녀의 부양의식 약화,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의 증가로 가족 내 돌봄은 감소

하고, 공적 돌봄서비스에 대한 욕구는 증가하게 됨

ㅇ 고령인구 증가는 이후 세대의 부양부담 증가를 야기할 것으로 예측됨

– 2020년 생산연령인구는 전체 인구의 72.1%이나 2050년에는 51.1%, 2070년에는 

46.1%로 급감함(통계청, 2021)

– 생산연령인구 1백명당 부양할 인구(총 부양비)는 2020년 38.7명에서2070년 116.8

명(노인 100.6명)까지 증가(통계청, 2021)

– 유소년인구 1백명당 고령인구(노령화지수)는 2020년 129.3명에서 2070년 620.6명

으로 4.8배 증가할 전망(통계청, 2021)

– 한편,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진료비는 우리나라가 고령사회로 진입한 2017년 이

미 40%를 넘어섰고, 2025년이면 50%에 달할 전망(국민건강보험공단, 2019)

– 이에 따라 노인의 만성질환 특성과 장기요양의 필요에 맞는 저비용 기반 사회적 

시스템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그림�Ⅱ-3.�연령별�인구구성비(1960-2070년) (단위:� 만� 명,� %)

자료:�통계청(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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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봄의�사회화와�노인장기요양제도

ㅇ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2008년 어르신의 노후 돌봄과 가족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적 

틀을 완비하기 위해 도입됨

– 급속한 인구 고령화, 노인의료비 증가, 가족요양의 한계 등의 사회 환경적 변화, 

그리고 중산‧서민층 노인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부족과 유료시설 이용 시 비

용부담 과중, 치매‧중풍 등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도입이 필요하게 됨

ㅇ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2000년대 초반부터 검토하기 시작해 제도 도입 전까지 세 차

례에 걸쳐 시범사업이 실시된 후, 2007년 4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제정됨에 따라 

2008년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음

– 그전에는 ‘노인복지법’에 근거하여 장기요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취약계층 

노인들에게 선별적으로 서비스가 이루어졌다면 장기요양제도가 도입됨으로써 

소득계층에 상관없이 노인이면 누구나 보편적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됨

ㅇ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그동안 사적 영역에서 수행되던 노인에 대한 수발 문제가 

제도적으로 공식화되는 계기가 됨 

– 노인장기요양서비스는 일상생활수행이 어려운 노인에게 일상생활을 가능하도

록 돌봄과 간호를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삶의 질뿐만 아니라 노인부양자의 심리

적, 경제적 부양부담감을 낮춰 부양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제도의 의의가 있음

(선우덕, 2010).

– 그전까지 국민건강보험에만 의존해 온 노인성 질환에 대한 요양서비스를 요양병

원뿐만 아니라 노인장기요양시설 및 재택급여서비스로 제공할 수 있게 됨

– 궁극적으로 본 제도는 노인수발의 가족쏠림현상에 대한 사회적 해결차원의 접근

이자 일반소득계층이 이용 가능한 공식적 서비스가 새롭게 만들어졌다는 획기적

인 발전으로 이해할 수 있음

ㅇ 장기요양제도는 노인성 질환과 기능장애가 있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통합적인 보건복

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대상자에게 건강증진과 기능회복 및 유지를 통하여 독립적 

생활을 보장하고, 중증의 기능장애의 경우에는 필수적인 요양보호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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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65세 이상 노인 또는 60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장기요양이 필요한 자를 대상으로 함

ㅇ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 신

청을 하여,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의 등급 판정 과정을 거쳐 장기요양등급을 받아

야 함

– 등급판정위원회는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렵다

고 인정하는 경우 장기요양을 받을자(수급자)로 결정하고 심신상태 및 요양이 필

요한 정도에 따라 등급을 판정함

–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등급은 1-5등급부터 인지지원등급까지 총 6개이며, 이 중 인

지지원 등급은 2018년에 신설된 등급임

– 4등급에서 1등급으로 갈수록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정도가 크며, 5등급과 인

지지원 등급은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함

ㅇ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여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및 특별현금급여로 구분됨

– 재가 급여는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는 방식으로 제공되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 ·야간 보호, 단기보호, 기타재가급여(복지용구)가 있음

– 시설급여는 장기요양기관이 운영하는 시설 등에 장기간 입소하여 제공받는 급여

로, 입소정원에 따라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으로 구분됨

– 특별현금급여는 가족요양비로서 수급자가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때 현금으로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가 해당됨

– 각 급여의 급여비용 혹은 월한도액은 노인장기요양법 제28조 시행규칙 제 22조

를 따르며, 각 등급과 이용 정도에 따라 상이함 

ㅇ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국가 차원의 사회보험제도이며, 재정은 사회보험료와 정부지원

금과 이용자 본인부담금으로 구성됨

– 보험료 부과방식도 건강보험 체계와 유사하며, 장기요양보험료율은 2020년 기준 

건강보험료액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함

ㅇ 관리운영주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며 각 지역의 지부조직을 통해 운영됨

– 공단은 노인장기요양 신청자를 대상으로 욕구를 평가하고 서비스 수급권자를 선

정한 후 표준이용계획서를 교부하며, 서비스 공급자가 청구한 서비스 비용을 심

사하여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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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수시로 서비스 제공에 관한 모니터링을 하며, 서비스 질 평

가를 수행함

ㅇ 장기요양서비스 범위는 신체수발 및 가사지원 등 사회서비스에 한정되어 있으며, 보

건의료서비스는 국민건강보험을 통하여 지원됨. 즉 건강보험제도와는 별개로 운영됨

□ 영리민간기관�운영의�한계와�돌봄의�공공성�대두

ㅇ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에 맞춰 서비스 제공기관의 조성과 서비스 인력에 대한 인

프라 조성이 중요해짐에 따라 정부는 민간영역에서의 서비스 진입을 적극적으로 유

도함

– 정부는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민간영역도 서비스 

제공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유인하기 위해 서비스 제공자의 진입장벽

이 되는 국가표준 인력 및 시설 기준을 최대한 완화하였음

Ÿ 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주체에 관계없이 비영리민간 뿐만 아니라 영리민간

도 서비스 제공기관이 될 수 있음

Ÿ 인력 및 시설기준에서 국가최소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기초자치단체인 시군

구에 신청하여 장기요양서비스기관으로 인증받을 수 있음

ㅇ 이러한 흐름은 이용자의 선택권과 자율성을 부여하는 이용자 중심에 대한 강조로 이

어지고, 이용자의 폭넓은 선택을 보증한다는 취지에서 실시된 진입규제 완화정책은 

영리민간의 비중이 확대되는 계기가 됨

– 2017년 12월 기준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의하면 장기요양기관 20,377개 중 공

공요양기관은 1.01%에 불과함

– 장기요양시설 현황을 살펴보면 개인사업자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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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Ⅱ-4.�주체의�다양화

����������������������������������기관�수���������������������������������������������������������������������������정원

ㅇ 민간영역의 급격한 진출은 결국 장기요양서비스의 시장화를 견인하였고 이는 오히려 

서비스 공급자의 과잉으로 인한 여러 가지 부작용을 초래하게 됨

– 장기요양서비스 제공기관의 인프라 확충을 위해 영리조직의 대거 진입이 이루어

짐에 따라 이용자 유치를 위한 무한경쟁이 이루어졌고 이 과정에서 낮은 서비스 

질에 대한 문제가 제기됨

Ÿ 장기요양기관 간 과당경쟁으로 공급자 유인 수요창출, 제공자 및 수요자 담합

과 공적관리의 부재로 인한 불법운영 등의 폐해가 만연한 상황임 

ㅇ 특히 장기요양기관의 고질적인 문제로 꾸준히 지적되고 있는 부당청구와 부정수급 

문제, 회계의 불투명성, 장기요양종사자의 보수, 근로시간 등 처우개선에 대한 문제제

기가 꾸준히 이어져 오고 있음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노인장기요양보험 부정청구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부터 2020년 6월까지 노인장기요양 보험금을 부정 청구했다가 적발된 금

액이 602억 8500만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남

– 공단은 부당청구 적발 강화를 위해 전담인력의 현지조사 비율을 현행 전체 장기

요양기관의 4%에서 10% 수준까지 확대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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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Ⅱ-1.�2017-2020.6월�노인장기요양보험�유형별�부정청구�적발금액�현황� 단위:�백만�원 

연도 계
인건비
과다청구

서비스
미제공

급여제공
기준위반

기타
(무자격자�등)

계 60,285 45,679 9,466 3,982 1,158

2020.�6 9,071 6,870 1,382 713 106

2019 21,235 16,957 3,173 883 222

2018 15,037 10,891 2,167 1,558 421

2017 14,942 10,961 2,744 828 409

ㅇ 시장방식의 장기요양서비스 확대는 민간부문에 과도하게 의존하게 되고 이는 서비스

의 공공성 약화문제로 귀결됨

– 일부 영세·소규모 민간기관의 과도한 경쟁 등 민간기관 중심의 서비스 공급구조

에 따른 왜곡 현상 발생이 가중되고 있음 

– 일상생활의 기본활동을 다른 사람의 도움에 의존해야 하는 서비스 이용자들은 

더 취약할 수밖에 없으며 학대 양상 또한 신체적·정신적 학대부터 재정적인 부분

까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음

ㅇ 민간 영리부문의 증가는 공공재원의 부정사용이나 착취문제를 양산할 수 있어 정부

의 서비스 질 관리에 대한 엄격성을 요구하게 됨 

– 노인요양시설의 서비스 질 관리를 위해 정부에서는 2008년 제도 도입 이후 3년 

단위로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서비스 질 향상과 평가 결과 공개를 통한 수급자의 

알권리 충족 및 기관 선택권 확대를 목적으로 장기요양기관 평가 제도를 실시하

고 있음

– 장기요양기관의 평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맡고 있으며 장기요양기관 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고 수급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함

ㅇ 민간중심의 사회서비스 공급 등 사회서비스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공공부문 역

할에 대한 강화가 필요하게 됨



Ⅱ.�노인장기요양�정책�및�노인요양시설�현황��19

�그림�Ⅱ-5.��국공립시설�운영�현황

자료:�사회서비스�중앙지원단�www.pass.or.kr

  

□ 재정부담과�지속가능성

ㅇ 노인장기요양제도 도입 후 점진적으로 대상자의 규모와 서비스 공급기관의 확대, 관

련 종사자 수의 증가 등 괄목할만한 성과를 보이고 있으나 지속적인 재정 부담을 안고 

있음

�그림�Ⅱ-6.�연도별�장기요양기관과�인력 단위:�개소,�명

������������������������������장기요양기관�������������������������������������������������������������������장기요양인력

�

��������������������������������������������■�시설������■�재가�������������������������������������������������������������������������■요양보호사�����■사회복지사

자료:�보건복지부(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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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에 도입된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는 이용자 수가 2008년 노인인구의 4.2%

인 21만 명에서 2018년 노인인구의 8.8%인 67만 명으로 증가함

–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정 지출 규모는 2008년 5731억 원에서 2018년 6조 6758억 

원으로 10배 이상 증가하였으나, 같은 기간 수입은 이보다 적게 증가하여(7518억 

원 → 6조 657억 원, 7.1배 증가) 2016년 이후 당기 수지가 적자를 기록하는 등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등 지속적인 재정 압박을 받고 있음

ㅇ 2019년도 노인 1인당 연간 진료비는 약 491만 원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전체 인구의 1

인당 연평균 진료비인 168만 원의 3배를 차지함(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0)

– 지속되는 인건비 상승과 수가 인상, 고령화에 따른 수급자 증가 등은 장기요양보

험 재정의 지출 증가 요인으로 작용함

�그림�Ⅱ-7.�연령층별�1인당�의료비(2018년�기준) 단위:�만�원

자료:�서형수(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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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Ⅱ-8.�연령층별�의료비�전망(비중)

자료:�서형수(2021)�

ㅇ 또한 불필요한 요양병원의 사회적 입원의 장기화로 입원비 지출이 급증하고, 장기요

양 3등급과 4등급의 높은 시설 입소율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지속가능성 위

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됨

– 급여비 지출은 요양병원이 장기요양급여에 비해 훨씬 상회하는 수준임을 보여줌

�그림�Ⅱ-9.�장기요양과�요양병원�급여비�비교 단위�:�조�원����������������

자료:�석재은�등(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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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노인돌봄관련 주요사업에 대한 예산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2020년 기준 16조 4000억 원 지출규모, 장기요양 9조3000억 원, 요양병원 6조 4000

억 원 등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Ⅱ-2.�노인돌봄�등�관련�주요사업�예산 단위:�억�원

사업명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노인장기요양보험 47,277 55,891 68,008 83,149 93,436 108,631*

요양병원�진료비 47,456 51,936 55,313 59,665 64,000* 68,000*

치매관리체계�구축 158 154 1,457 2,363 2,068 2,047

노인맞춤돌봄서비스 1,534 1,674 1,944 2,458 3,278 4,183

방문건강관리사업 - - 301 306 356.4 410.9

지역사회통합돌봄선도사업 - - - 64 178 182

*표시는�예상지출액

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각년도)�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건강보험통계

������보건복지부(각년도)�보건복지부�소관�예산�및�기금운용계획�개요

□ 제도의�표준화와�이용자의�개별화

ㅇ 장기요양보험제도는 사회보험의 특성상 전국적으로 표준화된 서비스가 제공됨에 따

라 개인별 맞춤케어에 있어 구조적인 한계가 있음

– 동일 등급은 동등한 욕구를 가진 것으로 간주하며 방문요양과 주간보호서비스 

혼합형의 제공 불가 등 개인별 니즈의 다양성 또한 고려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ㅇ 또한, 과거 소극적인 수혜자의 지위에 있던 이용자들은 다양한 자기목소리를 내면서 

자신에게 맞는 서비스를 선택하고자 하는 강한 욕구를 표현하기 시작함

– 베이비부머 세대가 2020년 노인인구로 진입하고, 80세 이상의 고령인구가 꾸준

히 증가함에 따라 향후 장기요양 대상자는 꾸준히 증가추세이고 이에 따른 이용

자의 다양한 욕구에 대한 변화가 예상됨

Ÿ 베이비부머 세대는 2020년 기준 현 65세 이상의 노인세대로 1900년대 초반 출

생자부터 최근 1955년 출생자까지를 포함하고 있어 일제강점기, 광복, 한국전

쟁을 비롯하여 우리나라의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 민주화, 그리고 최근 정

보화까지의 역사적 사건과 변화를 겪은 세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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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또한 한국전쟁 이후 사회와 경제제도의 발전을 통해 공교육 확대, 사회보장제

도의 발전, 국제화 등의 사회변화로 인해 현재의 65세 이상의 노인 집단 내에

서도 연령별 교육수준, 자녀수와 가족관계, 직업, 부의 축적 정도, 가치관 등의 

다양한 특성을 보임

ㅇ 65세 이상 노인 인구 중 전기고령자, 중기고령자, 후기고령자 등 고령기 구간 별 이용

자의 이질적이고 다양한 욕구에 따른 정책 수요 차별화가 필요함

– 장기요양서비스 욕구는 연령의 증가에 따라서 높아지기 마련인데, 노인인구의 

추계에 따르면, 연령계층별 증가속도가 80세 이상의 후기고령자층에서 그 이전 

연령계층에 비해 평균치보다 약 2배 이상으로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

Ÿ 후기고령자의 빠른 증가는 베이비붐세대가 노년기에 진입하기 때문에 나타

나는 현상임

�그림�Ⅱ-10.�인구고령화 단위:� 만� 명,� %

�������������������������������������������고령자�수�������������������������������������������������������고령자�구성

ㅇ 현행 장기요양보험제도(또는 사회적돌봄체계)가 향후 초고령사회의 사회적 부양 위

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지에 대한 도전에 직면함 

– 서비스 이용이 분절적이며 공급자 중심서비스 등 제도적 한계를 가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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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인장기요양 정책 동향

ㅇ 노인장기요양정책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의한 기본계획,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에 의한 기본계획, 치매종합관리계획 등에서 다뤄지고 있음. 이 절에서는 노인장기요

양보험 기본계획을 중심으로 노인장기요양 정책 동향을 살펴보고자 함 

ㅇ 장기요양기본계획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조에 의해 장기요양급여를 원활하게 제

공하기 위해 5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 노인장기요양기본계획은 연도별 장기요양급여 대상 인원 및 재원조달 계획, 연

도별 장기요양기관 및 장기요양전문인력 관리 방안, 장기요양요원의 처우에 관

한 사항, 그밖에 노인등의 장기요양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

항이 포함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기요양기본계획에 따라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ㅇ 이와 같은 법적 근거에 기반하여 제1차 장기요양보험기본계획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 5년 차인 2012년 고령사회 진입 대비를 위해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장기요양 수요

에 대응하고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목적으로 수립됨(보건복지부, 2012)

– 제1차 장기요양보험기본계획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긍정적 평가 외에 제기되는 

문제점 보완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제도적 운영의 틀 마련 차원에서 수립되었음

ㅇ  제2차 장기요양기본계획은 제1차 장기요양기본계획 수립 이후 장기요양보험의 향후 

비전과 장기적 발전전략을 제시하고자 하는 목적을 지니고 수립됨(보건복지부, 2017). 

구체적으로는 기존 계획의 한계로 지적되는 통합적 요양서비스 이용 지원 미흡, 장기

요양기관의 지역분포 불균형 및 공공 인프라 부족, 장기요양인프라 양적 확대에도 불

구하고 질적 측면에서의 기대 충족은 미흡하다는 점, 장기요양에 대한 낮은 사회적 인

식 등으로 장기요양 종사자 인력수급 우려 등 그간 정책의 한계로 진단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함(보건복지부, 2017)

ㅇ 그간의 장기요양보험 기본계획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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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차�장기요양보험�기본계획(2012-2017)��

ㅇ 2008년에 도입된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행 5년째로 접어든 2012년에 수행된 1차 장기

요양보험 기본계획은 장기요양보험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인구고령화 심화에 따른 서

비스 수요에 대응하고 장기요양서비스의 품질향상 및 효과적인 제도 이용을 도모하

기 위해 추진됨

ㅇ 1차 장기요양보험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은 제도의 장기 지속가능성과 양질의 서비스

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전체적인 대상자수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대

상자 적용범위를 개선하고, 가족의 요양 부담을 완화, 요양서비스의 품질 제고를 목표

로 장기요양보험의 보장성 확대, 다양하고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전달체계의 효율성 

강화, 재정관리 강화 등의 세부 목표를 제시하였음

�그림�Ⅱ-11.�제1차�노인장기요양기본계획�기본방향

자료:�보건복지부(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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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번째 추진과제로 장기요양대상자의 범위 개선을 위해 장기요양대상자의 기능

상태의 변화요인을 추적, 관찰하면서 전체적인 대상자수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하

도록 함

Ÿ 2008년부터 2016년까지 노인인구 증가율은 3.8%인데 반해 동기간 장기요양수

급자 증가율은 11.3% 증가함에 따라 전체 어르신의 7% 수준으로 수급자가 확

대됨

Ÿ 또한, 1-3등급으로 제한된 기존의 요양등급을 1-5등급으로 확대하고, 요양등

급이 만기된 경우 갱신절차를 간소화하고 본인부담 감경대상을 확대하는 등 

더 많은 대상자들이 쉽게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보장성을 강

화함

– 두 번째 추진과제로 다양하고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인상하고 장기간의 돌봄으로 지친 치매가족을 위해 휴가제를 도입하고 이용지

원, 통합재가 시범사업 등 재가급여 활성화를 추진함

Ÿ 급여제공기준마련 및 서비스 매뉴얼 발간 배포, 시설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

브 지급 등을 통한 서비스 품질관리 강화를 도모함

Ÿ 인건비 지급비율 의무화, 장기근속 장려금 지급,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 설치 

근거 마련 등을 통하여 종사자 처우개선에 기여함

�그림�Ⅱ-12.�연도별�요양보호사�인건비�수준(장기요양보험�수가기준) 단위:�천�원/원

자료:�보건복지부(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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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째 추진과제로 효율적인 전달체계 강화를 위해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도입, 요양보호사 직무 교육 정례화 및 치매전문교육 실시 등 기관 인력의 전문화

를 추진함

Ÿ 촉탁에 대한 제도를 개선하고 요양시설의 건강관리강화를 위한 시범사업 등 

요양기관 내 의료서비스 내실화를 추진함

Ÿ 기존의 의사‧한의사에서 치과의사까지로 촉탁의에 대한 자격을 확대하고, 촉

탁의 지정도 시설 임의 방식에서 지역의사회 추천으로 변경함

– 네 번째 추진과제로 장기요양기관의 재정관리 강화를 위해 회계 투명성 강화 및 

부당청구‧재정누수 방지를 위해 노력함

Ÿ 장기요양기관의 재무건전성, 운영투명성 강화를 위해 장기요양재무 회계규

칙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투명한 회계 관리의 토대를 구축함

ㅇ 전반적으로 대상자들을 위한 보장성 계획, 재가급여 활성화, 인력의 전문화, 투명한 

재정관리 등이 강조됨

ㅇ 1차 기본계획의 한계로는 통합서비스에 대한 지원 부족, 장기요양기관의 지역 불균형 

문제, 낮은 서비스 질로 인한 이용자의 만족도 저하, 장기요양 인력 수급 우려 등을 들 

수 있음

– 먼저, 지역사회 거주를 지원하는 통합적 요양서비스 이용에 관한 지원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Ÿ 수급자 욕구에 맞는 급여를 제공하는 대신, 개별요양기관이 제공하는 개별서

비스(방문요양) 중심의 분절적 급여 제공 현상이 지속됨

Ÿ 등급이 낮아도 가족의 돌봄이 어려워 시설입소가 증가하는 상황으로, 독거·노

인부부가구 등의 재가생활 지원이 어려움

Ÿ 등급판정 및 급여계약체결 후 수급자 가족의 욕구변화에 따른 급여조정, 시설

입소 지연, 지역생활 거주를 지원하는 기전  등이 필요함

– 장기요양기관의 지역 분포 불균형 문제 뿐 아니라, 이용자 만족도, 서비스 품질 

등에서도 문제가 제기됨. 질 좋은 공공 인프라는 부족하고, 치매전담형 기관도 저

조한 수준임 

Ÿ 장기요양기관은 현재 재가기관 26.3천 개, 입소시설 5.2천 개가 개설되어 있으

나, 종합적인 수급관리체계 부재로 지역 간 편차가 존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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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3년에 한 번씩 실시하는 기관평가에서도 지자체 87.6 > 법인 80.1 > 개인 69.7 

순으로 지자체에서 직영하여 운영하는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남. 그럼에도 해당 시설이 부족하여 체계적인 기관 인력 확충 계획 

수립과 민간자원과 균형을 이루는 공공인프라 조성 등 적정 인프라 확보를 위

한 제도적 기반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장기요양 인프라의 양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질적 측면에서의 기대 충족은 미흡

한 것으로 평가됨

Ÿ 다양한 인력이 배치되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적정 규모 이상의 

기관 대신 소규모 영세 민간기관 위주의 인프라가 증가함. 안심하고 이용가능

한 장기요양기관의 진입을 유도하고 전문화된 요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제도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음

– 장기요양 종사자 인력수급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음. 동일한 업무의 반복적 

수행, 제한된 경력경로(career path)로 인하여 젊은 인력의 유입이 저조하고, 종사

자에 대한 체계적 교육 기반이 미흡하다는 지적임

Ÿ 요양보호사 자격취득자의 66%가 50-60대인 반면, 30대 이하는 8.95%에 불과한 

바, 다양화‧고도화되는 수급자의 욕구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장기요양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 및 인력 유입을 위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제2차�장기요양기본계획(2018-2022)

ㅇ 제2차 장기요양기본계획은 제1차 장기요양기본계획 수립 이후 장기요양보험의 향후 

비전과 장기적 발전전략을 제시하고자 하는 목적을 지니고 수립됨(보건복지부, 2018) 

– 기존 계획의 한계로 지적된 통합적 요양서비스 이용 지원 미흡, 장기요양기관의 

지역분포 불균형 및 공공 인프라 부족, 장기요양 인프라의 양적 확대에도 불구하

고 질적 측면에서의 기대 충족은 미흡하다는 점, 장기요양 종사자 인력 부족 등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함(보건복지부, 2018)

ㅇ 제2차 기본계획은 돌봄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장기요양 보장성 확대, 이용자 삶

의 질을 보장하는 지역사회 돌봄 강화,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장기요양서비스 인프라 

조성, 초고령사회에 대응한 장기요양 지속가능성 담보 등을 정책목표로 존엄한 노후

생활을 보장하는 지역사회 돌봄 구현을 비전으로 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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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2차 기본계획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음

– 장기요양 보장성 확대를 위해 2022년까지 전체 노인인구의 9.6%(86만 명)까지 장

기요양 수급자를 확대하고, 본인부담 경감 확대 등 비용부담 완화 및 보장성 강화

를 추진함

Ÿ 인지지원등급을 신설하여 경증치매 어르신이 신체적 기능과 관계없이 장기

요양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기준을 개선하고 경증치매 어르신이 기존 장기요

양인프라 외에 거주지역 내 노인복지관에 방문하여 서비스를 받는 시범사업

을 추진함

– 이용자 삶의 질을 보장하는 지역사회 돌봄 강화를 위해 지역사회 통합돌봄

(Community Care)에 기반한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함

Ÿ 치매안심센터, 희망복지지원단, 노인복지관, 노인재가지원센터, 지역병의원 

등 지역 내 다양한 돌봄 자원과 연계한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 장기요양서비

스 이용체계로의 전환을 시도함

Ÿ 어르신이 가급적 살던 곳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 맞춤형 통합

급여 제공 및 사례관리, 가족상담지원 등 재가생활을 돕는 장기요양서비스 이

용지원을 강화하도록 추진하여 지역사회에서 사람중심(Person-centered)의 서

비스를 적정하게 제공하는 커뮤니티케어 체계의 일환으로 기능하도록 함

–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장기요양서비스 인프라 조성을 위해 지역별 적정 장기요

양 인프라 관리 및 공공인프라 확충에서 공립 요양시설 또는 주·야간보호기관이 

없는 기초지자체에 공립시설을 단계적으로 설립하는 세부 과제가 제시됨

Ÿ 공공인프라 확충 및 공급기관 다변화를 위해 신축뿐만 아니라 지자체 보유 건

물을 리모델링하거나 기존의 민간시설을 매입하는 방식 등을 병행하는 등 기

초지자체별로 요양 및 주야간보호시설을 각각 보유하도록 하여 지역 장기요

양서비스의 질 개선에 있어 선도적인 구심점 역할을 강조함

Ÿ  장기요양 종사자 양성을 위한 경력관리 및 교육수준 제고, 처우개선을 통한 

장기근속 유도 등 수급자의 고도화된 요구에 대응할 양질의 적정 인력 진입을 

유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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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Ⅱ-13.�제2차�노인장기요양보험�기본계획�추진�방향

자료:�보건복지부(2018)

ㅇ 1차와 2차 기본계획을 통해 나타난 변화의 흐름은 < 표 Ⅱ-3>과 같음

– 급격한 고령화로 이용자 확대에 맞춰 보장성 강화가 강조됨

– 시설서비스에 비해 재가서비스에 대한 선호도가 높게 나타나 지역 내 생활이 가

능하도록  지역사회 거주를 지원하는 자원 연계 및 지원을 강화함

– 과도한 영리민간영역에 대한 의존에서 공립요양시설 설립 등 공공인프라 확충을 

통한 공공성 담보가 중요시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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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Ⅱ-3.�2차�노인장기요양보험�기본계획�세부내용

분야 과제

⇒

2022년

보장성�확대

대상자�확대
전체�노인인구의�9.6%,�

경증치매노인에게�등급�부여

본인부담�경감�확대
기준중위소득�100%이하까지�

본인부담�경감�혜택�확대

비급여�부담 급여화�검토(중장기)

지역사회기반서

비스�이용

서비스이용체계

➡

수급자�욕구,�지역사회�자원과�연계된�

사례관리�체계화

재가서비스�제공

수급자에게�맞춤형으로�

통합적�재가서비스�제공

(재가서비스�이용률�75%)

수급자�가족지원
가족상담지원�사업�강화

(참여자�4,000명,�운영센터�110개)

노인�의료-요양�체계
지역사회�중심의�노인�

의료-시설-재가서비스�연계

장기요양�

인프라�조성

장기요양�인프라�수급체계

➡

지역별�적정�인프라�가이드라인�제시�및�

지역별�수급계획�수립

공공인프라�확충
공립�요양시설�160개소�신축

공립�주야간보호�184개소�신축

장기요양�관리체계 서비스�질과�연계한�지정갱신제�도입

장기요양기관�서비스�전문성
치매전담형�기관�확대(4,174개소),�

전문요양실�도입

장기요양인력�경력개발�경로
‘요양지도사’를�도입하여�현장에서�

요양보호사�지도

장기요양인력�직무교육
모든�요양보호사�및�사회복지사,�

시설장�직무교육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각�시도(17개)�별로�1개소�이상

지속가능성�

담보

보험재정�및�거버너스

➡

보험재정�추가확보�방안�검토,�

효율적�거버넌스�체계로�재편

수가체계
적정규모,�전문서비스�제공을�유도하는�

수가�산정�체계,�단순‧효율화된�가감산제도
부정수급�관리 부정수급자�직권조사�및�등급�재판정

회계투명성 재무‧회계규칙,�인건비�지급비율�준수�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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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노인요양시설�현황

ㅇ 우리나라는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 이후 OECD 평균 7배 수준으로 노

인장기요양시설수가 급증하였고 지역사회 내 대안서비스의 부족으로 노인 요양에 대

해 주로 생활시설을 많이 활용해오고 있음

ㅇ 그러나 노인 인구의 증가와 노인의 사회적 부양 형태 변화, 그리고 노인의 특성 변화

는 노후생활의 변화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 노인이라도 욕구와 필요에 따라 자립적으

로 생활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사회적 지원체계가 필요함

ㅇ 특히 노인에게 주거문제는 일상생활의 다른 어떤 영역보다도 중요한 문제로 노인들

에게 적절한 주거공간을 제공한다는 것은 그들이 사회에서 배제되지 않고 사회구성

원으로 살아가게 하는데 매우 중요함

– 그동안 사회복지서비스가 시설보호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비판과 함께 주거서

비스는 수요자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유형으로 세분화되는 추세임. 이는 노인의 

거주를 지원하는 방법이 시설보호 중심에서 지역사회 활동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는 상황과도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음

ㅇ 재정적 측면에서도 질 높은 거주 공간을 제공하고 이웃과의 융화를 지지하면 노인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상태가 개선되어 정부가 부담해야 할 의료 및 사회보장 비용을 줄

일 수 있을 것임

ㅇ 이 절에서는 노인복지법에 근거한 노인주거 및 노인요양시설의 종류와 운영현황에 

대해 주로 살펴보고 그 외 국토교통부의 주거지원 프로그램, 보건복지부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주거지원서비스에 대해 살펴보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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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인요양시설의 종류

□ 노인�주거�및�노인요양시설

ㅇ 노인요양시설은 요양이 주요 목적이지만 주거, 급식 등의 전반적인 생활 지원을 포함

하고 있어 보다 큰 범주로 노인복지시설에 포함되어 관련 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음

– 노인복지법 제31조에 규정된 노인복지시설의 종류에는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

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일

자리지원기관,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등이 해당되며 이 중 노인요양시설은 노인

의료복지시설에 해당함

ㅇ 보건복지부 소관 노인복지시설은 생활시설과 이용시설로 나뉨

– 생활시설: 주거시설, 의료시설,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 이용시설: 재가시설, 여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일자리지원기관 

�그림�Ⅱ-14.�노인복지시설�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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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1981년 제정된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은 양로시설, 노인요양시설, 유료양로

시설, 노인복지회관 등 4개의 시설 형태로 분류되었음. 이후 1997년 법 개정을 통해 노

인복지시설을 노인주거복지시설과 노인의료복지시설로 분류함

– 먼저 노인 주거복지시설에는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이 해당

함. 일상생활이 가능한 노인을 대상으로 주거, 급식, 그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로 각 시설 간 규모, 입소대상, 이용료 등이 상이함

– 노인의료복지시설은 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 해당되며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노인을 대상으로 함. 장기요양 인정등급을 받을 자를 중심으로 서

비스를 제공함

�그림�Ⅱ-15.�노인주거복지시설과�노인의료복지시설의�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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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주거복지시설과 요양시설의 종류와 특징은 다음의  < 표 Ⅱ-4>와 같음

�표�Ⅱ-4.�노인주거�·요양시설�종류와�특징

구분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양로시설
노인공동
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설치

목적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과�그밖에�일

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제공

노인들에게� 가정

과�같은�주거여건

과� 급식,� 그밖에�

일상생활에� 필요

한�편의를�제공

노인에게� 주거시

설을�분양�또는�임

대하여� 주거의� 편

의� ·생활지도�상담�
및�안전�관리�등�일

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제공

독립적인�일상생활을�수행하기�

곤란한�노인을�입소시켜� 24시

간�서비스를�제공

시설

규모
10명�이상 5-9명 30세대�이상 10명�이상 5-9명

기능

상태
일상생활�가능자 일상생활에�도움이�필요한�자

입소

대상

-(무료)

��1)65세�이상�생계�·의료급여�수급자
��2)생계를�같이하는�부양의무자로부

���터�적절한�부양을�받지�못하는�자

-(시비)�생계를�같이하는�부양의무자

의�소득이�일정�금액�이하인�자

-(유료)�60세�이상인�자

단독�취사�등�독립

된� 주거생활을� 하

는�데�지장이�없는�

60세�이상의�자

-장기요양�1-2등급

-장기요양�3-5등급자�중�불가피

한�사유,�치매�등으로�시설급여�

대상자로�판정받은�사람

시설수 232개소 115개소 35개소 3,595개소 1,934개소

정원수 13,036명 954명 7,684명 174,015명 16,805명

자료:�보건복지부(2020a,�2020c)

ㅇ 노인주거복지시설과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음

– 노인주거복지시설인 양로시설과 노인공동생활가정은 시설 설치 기준이 유사하

며, 정원 수 차이에 따라 노인공동생활가정의 일부 시설 기준이 유연하게 적용되

며 이러한 특성은 노인의료복지시설인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남

Ÿ 다만,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1인당 연면적이 20.5㎡로 노인요양시설보다 

작음

– 노인주거복지시설과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 기준에서 큰 차이는 노인의료복

지시설의 연면적과 1인당 침실 면적이 더 넓으며, 요양보호사실과 자원봉사자실

이 분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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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력 배치 기준에 따르면 노인의료복지시설은 요양보호사가 노인 2.5명 또는 3명

당 1명인 데 비해 노인주거복지시설인 양로시설은 노인 12.5명당 요양보호사 1

명, 노인공동생활가정은 이용자 4.5명당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또는 조리원 1명 이상으로 돌봄인력이 적게 배치됨

Ÿ 노인의료복지시설은 요양보호사 근무인력이 많고, 야간근무 등에 따른 휴게 

시간 확보가 필요하여 시설 내에 요양보호사를 위한 별도의 휴식 공간을 마련

한 것으로 보임 

– 노인복지주택은 독신용 또는 동거용 침실을 둘 수 있으며, 20㎡ 이상의 면적에 침

실, 취사할 수 있는 별도의 공간, 목욕실, 화장실 등이 포함되어야 함

�표�Ⅱ-5.�노인주거�·요양시설�종류별�시설�설치�기준:�시설�기준
구분 양로시설

노인
공동생활가정

노인
복지주택

노인
요양시설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1인당�침실면적 5.0㎡ 5.0㎡
20.0㎡

(독신�또는�동거)
6.6㎡ 6.6㎡

1인당�연면적 15.9㎡ 15.9㎡ - 23.6㎡ 20.5㎡

침실�1실�정원 최대�4인 최대�4인 - 최대�4인 최대�4인

침실 ○ ○ ○ ○ ○

사무실 ○

○

○ ○

○
요양보호사�및�

자원봉사자실
○ ○

요양보호사실

자원봉사자실

의료�및�간호사실 ○ ○ ○ ○

체력단련실�및�

프로그램실
○ ○ - - -

물리(작업)치료실 - - - ○
○

프로그램실 - - - ○

식당�및�조리실 ○ ○ ○ ○ ○

비상재해�대비�시설 ○ ○ ○ ○ ○

화장실 ○ ○ ○ ○

○세면장�및�샤워실 ○ ○

○

○

세탁장�및�세탁물�

건조장
○ ○ ○

주:�양로시설과�노인요양시설은�30명�이상의�기준으로�작성함

자료:�노인복지법�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제735호.(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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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시설 종류별 인력기준의 경우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요양보호사와 같은 의

료 또는 돌봄 제공 인력의 배치 기준에 차이가 있으며 노인의료복지시설의 돌봄인력 

배치 비율이 높은 특성을 보임

�표�Ⅱ-6.�노인주거�·요양시설�종류별�시설�설치�기준:�인력�기준
구분 양로시설

노인공동
생활가정

노인복지
주택

노인요양
시설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시설장 1명 1명 1명 1명

1명사무국장 1명 - - 1명

사회복지사 1명
이용자�

4.5명당�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또는�조리원�

1명�이상

1명 1명

(촉탁)의사 1명�이상 - 필요�수 -

간호(조무)사 50명:1명 - 25명:1명
1명

물리(작업)치료사 - - 1명

요양보호사 12.5명:1명 - 2.5명:1명 3명:1명

사무원 1명 - - 1명 -

영양사 1명 - - 1명 -

조리원
2명(100인�이상�

추가�1인)
- - 25명:1명 -

위생원 50명:1명 - - 1명 -

관리인 - - - 1명 -

주:�양로시설과�노인요양시설은�30명�이상의�기준으로�작성함

자료:�노인복지법�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제735호.(2020)

□ 국토교통부�고령자�특화주택

ㅇ 노인복지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주거‧요양시설 외에도 최근에는 다양한 형태의 고령

자 특화 주택이 공급되고 있음

ㅇ 국토교통부는 주거복지로드맵 2.0을 통해 2025년까지 노인이 주거와 돌봄 지원을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고령자 맞춤형 주거를 지원하고 있으며 주택의 공급차원과 서비스 

지원 강화라는 두 가지 큰 틀에서 진행되고 있음(이윤경 등,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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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고령자 복지주택은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을 위해 무장애 특화 시설을 갖춘 주택으로 

2020년 4월 33개 지역에 4,243호가 추진되었으며, 2025년까지 1만 호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ㅇ 고령자 복지주택 외에 신규로 건설되는 공공임대주택과 매입·전세임대주택을 활용한 

고령자 주택을 2025년까지 7만 호 공급할 예정임

– 신규 공공임대는 노인 맞춤형 특화 설계를 반영하여 수도권은 신규 공급 호수의 

8%, 지방은 5% 정도를 고령자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예정이며, 매입

임대는 12개 지역에 700호를 제공할 예정임 

ㅇ 서비스 지원 강화 측면에서는 기존에 공급된 고령자 공공임대주택 내 주거복지전문

인력을 배치하고 케어안심서비스를 제공하며 저소득 고령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 1

만 4천 가구에 대한 집수리 사업도 추진하고 있음(국토교통부 공공주택총괄과‧주거복

지정책과‧공공주택지원과(2020): 이윤경, 2021 재인용 )

ㅇ 이렇듯 고령자 특화 주택 공급은 노인이 지역사회에서 계속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Aging in Place’를 구현하는 한 영역이며, 고령자 특화 주택 공급과 함께 지역사회 중심

의 다양한 재가 서비스, 요양서비스의 결합이 이루어지도록 추진 중임

□ 지역사회통�합돌봄과�주거지원

ㅇ 보건복지부는 지역사회 지속거주(Aging in Place) 개념을 반영하여 2018년 지역사회 통

합돌봄 기본계획을 발표하기에 이름

–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초고령사회로 진입을 앞두고 2018년 문재인 정부가 발표

한 고령사회 대책으로,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주요 내용으로 함

– 병원과 시설에 의존해 온 노인들이 살던 곳에서 노후를 지낼 수 있도록 주거, 의

료, 돌봄 등 독립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지역사회에서 통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를 혁신한다는 계획임

ㅇ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은 고령화사회 진입에 따라 돌봄과 요양 수요 증가와 가

족의 돌봄 부담 증가로 인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추진한 사업임

– 고령인구 비율이 증가한다는 것은 일상생활능력이 제한되는 인구가 많아지는 것

으로 이에 대응하는 사회적 돌봄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우선적으로 부각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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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돌봄의 확충은 불가피한 상황으로 이는 경제적 측면에서 비용과 결부되

어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가 쉽지 않음

Ÿ 건강보험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요양병원을 포함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

은 2020년 18.9조 원으로 GDP대비 0.93%인데, 2030년에는 47.7조 원으로 

1.61%, 2045년에는 158.4조 원으로 3.52%에 이를 것으로 추정됨

Ÿ 한국은 60세 이상 1,000명당 병상 수가 60.9명이며 이 중 병원의 병상비율이 

60.3%임(김진석, 2020)

ㅇ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시설중심의 의료복지 지원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주도로 사회서

비스정책을 실현한다는 목표로 시범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주로 장소기반 주거지

원 인프라, 방문돌봄과 의료, 재가돌봄 및 장기요양, 지역사회 돌봄 자원을 효과적으

로 활용한 서비스 체계 구축을 핵심내용으로 담고 있음(관계부처 합동, 2018)

– 보건복지부는 탈시설과 지역사회 정착지원을 골자로 하는 커뮤니티케어 선도사

업을 2019년 6월부터 전국 16개 기초자치단체와 함께 실시하고 있음

�표�Ⅱ-7.�지역사회�통합�돌봄�로드맵

1단계
(2018-2022년)

➡
2단계

(2023-2025년)

➡
3단계

(2026년�이후)

선도사업�실시�및�

핵심�인프라�확충

커뮤니티케어�

제공�기반�구축

커뮤니티케어�제공�보편화

(초고령사회�진입)

ㅇ 통합돌봄사업 중 노인연계사업에는 케어플랜수립, 퇴원지원, 사례관리, 간병서비스,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 종합재가센터 건립, 방문치료 수가 시범사업 등 신규 서비스 

발굴과 기존사업의 연계, 시설 건립 등이 있음

ㅇ 이와 함께 정부는 커뮤니티케어 제공 기반 구축에 있어 핵심적인 부분으로 주거지원

과 관련된 정책에 주목하고 있음

– 2018년 발표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본계획에서도 주거지원 인프라 확충을 제일 

먼저 제시하고 있음

– 즉, 케어안심주택을 2022년까지 4만호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으며 2025년까

지 27.4만 가구에 대한 주택개조 지원을 통해 사회적 입원이나 입소를 예방 혹은 

억제하고 탈시설을 촉진할 수 있는 지역사회 지지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입장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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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케어안심주택의 모델은 영국, 유럽, 일본의 서비스 제공형 노인주택 모델과 유사하며 

대체로 소규모 주거단지와 집합적 주거건물에 노인의 개별적 주거공간과 공용공간이 

함께 있으며 보건과 복지영역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과 기능이 탑재된 형태

로 운영됨

– 영국의 경우는 지자체나 주택협회, 스웨덴의 경우 지자체가 설립한 공공주택회

사, 일본은 민간법인이 주택을 운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 한국의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중 노인복지주택은 전액 유료로 운

영되는 노인주거시설로 공공의 규정과 예산투입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케어안심

주택 모델과는 상이하다 할 수 있음 

□ 기타�유관�사업

ㅇ 정부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외에도 재가의료급여 시범사업,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커뮤니티케어형 도시재생뉴딜 사업 등 관계부처의 다양한 주거정책사업이 

기초지자체를 중심으로 진행되기 시작함

–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SH(서울주택도시공사)도 케어안심주택, 다가구 매입임

대주택, 노인지원주택 등 커뮤니티케어 관련 사업을 꾸준히 확대함

– 보건복지부도 사회서비스 제공,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등 주

민 돌봄 공동체 조성을 위한 사업들이 다양한 형태로 추진되고 있음

ㅇ 정책이 실현되는 실질적 단위인 기초자치단체 입장에서는 돌봄수요 확대와 관련된 

정부와 서울시 정책의 방향을 이해하고, 해당 정책이 혼선 없이 지역사회의 특성에 맞

게 추진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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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인장기요양시설 현황

ㅇ 노인장기요양시설 현황은 생활시설(시설급여기관)인 노인요양시설과 노인공동생활

가정을 중심으로 살펴봄

– 전국, 서울시, 관악구 요양시설의 규모와 운영주체별 비중을 확인함

□ 노인요양시설�현황

ㅇ 2019년 장기요양시설 수는 2015년 대비 약 10%(458개소)가 증가하였으며, 매년 노인요

양시설은 증가한 반면, 소규모 시설인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감소함

– 2015년 입소시설 중 노인요양시설이 차지하는 비중은 57.7%로 노인요양공동생

활가정과 15.4%의 차이를 보였으며, 2019년에는 두 시설 간 비중의 차이가 30%로 

약 2배가 증가함

�표�Ⅱ-8.�연도별�장기요양시설�수�현황 단위:�개소(%)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노인요양시설
2,935

(57.7)

3,137

(60.5)

3,289

(62.0)

3,389

(63.7)

3,604

(65.0)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2,150

(42.3)

2,050

(39.5)

2,015

(38.0)

1,931

(38.0)

1,939

(35.0)

계
5,085

(100.0)

5,187

(100.0)

5,304

(100.0)

5,320

(100.0)

5,543

(100.0)

자료:�보건복지부(2020a)

ㅇ 운영주체별 시설 유형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의 비율이 높게 

나타남

–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시설은 대부분이 노인요양시설 형태이며,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은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비율이 타 운영 주체에 비해 높은 분포를 보임

ㅇ 2021년 4월 기준으로 전국에 총 5,833개의 입소시설이 운영되고 있으며, 가장 많이 분

포한 곳은 경기도(24.0%), 서울(13.9%), 경상북도(7.0%)의 순임

– 서울은 다른 자치구와는 다르게 노인요양시설보다 공동생활가정의 수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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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Ⅱ-9��전국�장기요양시설�현황 2021년�4월�기준,�단위:�개소(%)

시도 계 노인요양시설 요양공동생활가정

계 5,833(100.0) 3,945(67.6) 1,888(32.4)

서울 514(13.9) 214(41.6) 300(58.4)

부산 113(5.4) 94(83.2) 19(16.8)

대구 258(5.3) 126(48.8) 132(51.2)

인천 435(6.2) 331(76.1) 104(23.9)

광주 94(3.3) 79(84.0) 15(16.0)

대전 140(3.3) 97(69.3) 43(30.7)

울산 51(1.3) 36(70.6) 15(29.4)

세종 14(0.3) 11(78.6) 3(21.4)

경기 1,976(24.0) 1,367(69.2) 609(30.8)

강원 327(3.5) 219(67.0) 108(33.0)

충북 310(3.8) 207(66.8) 103(33.3)

충남 322(5.1) 219(68.0) 103(32.0)

전북 242(5.4) 173(71.5) 69(28.5)

전남 311(5.1) 226(72.7) 85(27.3)

경북 419(7.0) 293(69.9) 126(30.1)

경남 241(6.5) 195(80.9) 46(19.1)

제주 66(0.8) 58(87.9) 8(12.1)

주.�재가서비스�제공기관을�제외한�입소시설(시설급여�기관)의�수임

자료:�서울열린데이터광장�https://data.seoul.go.kr/dataList/10181/S/2/datasetView.do�(2021년�4월�기준)

ㅇ 서울시도 최근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점차 감소하고, 노인요양시설은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임

– 2015년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요양시설 비중은 65.41%였지만, 2019년 처음으

로 59.72%로 50%대로 내려옴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과 노인요양시설 비율의 격차는 30.81%(2015년)에서 2019

년 19.45%까지 줄어듦

– 서울시도 현재의 흐름을 이어간다면, 전국의 분포와 마찬가지로 향후 노인요양

시설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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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Ⅱ-10.�서울시�노인의료복지시설�현황 단위:�개소(%)

서울시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노인요양시설
192

(34.6)

196

(37.3)

195

(38.2)

202

(39.5)

205

(40.3)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363

(65.4)

330

(62.7)

315

(61.8)

310

(60.6)

304

(59.7)

계
555

(100.0)

526

(100.0)

510

(100.0)

512

(100.0)

509

(100.0)

자료:�서울열린데이터광장�https://data.seoul.go.kr/dataList/10181/S/2/datasetView.do�(2021년�4월�기준)

ㅇ 고령자 비율의 증가는 노인장기요양 대상자의 지속적 증가로 이어지고, 이에 따라 장

기요양시설과 요양보호사 필요 인력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요양시설은 2019년 5,756개소에서 2022년 6,999개소로 4년간 21%이상이, 주야간

보호시설은 24%이상을 추가로 설립해야 하는 것으로 예측됨 

– 요양보호사도 2022년 53만 1,553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요양보호사 인력 수급 

및 요양시설 공급에 대한 정책적 개입이 요구됨

�표�Ⅱ-11.�노인장기요양서비스�제공�기관�및�필요�인력�추계 (단위:�명,�개소)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요양시설
예상�이용자수 159,555 171,310 182,807 194,011

필요�시설수 5,756 6,180 6,595 6,999

주야간보호시설
예상�이용자수 59,462 64,137 66,812 73,487

필요�시설수 4,062 4,381 4,700 5,020

요양보호사�필요인력�수 430,111 463,925 497,739 531,553

�자료:�이윤경�등(2020)�

□ 공립�장기요양�기관�현황

ㅇ 우리나라 공립 장기요양기관은 총 122개소로 시(도)립 장기요양기관은 서울시 건강보

험공단 운영시설을 포함해 55개소(요양원 28개소, 주·야간 15개소, 방문요양 등 12개

소), 구(군)립 장기요양기관은 67개소(요양원 17개소, 공동생활가정 1개소, 주·야간 44

개소, 방문요양 등 기타 5개소)가 있음(양성욱‧장창수‧최미영,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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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는 서울요양원을 포함해 시(도립) 요양원은 28개소(시

립 22개소, 도립 3개소, 건보공단 3개소)가 있으며, 시립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전무한 상태임 

– 또한 시(도)립 재가장기요양기관 중 주·야간보호시설은 15개소(시립 13개소, 건

보공단 2개소)가 있으며, 방문요양, 방문목욕 등 재가장기요양기관은 12개소(시

립 9개소, 건보 3개소)가 있음

�표�Ⅱ-12.��전국�공립장기요양기관�현황 단위:�개소

구분
시(도)립+(건보공단) 구(군)립

시(도)립
요양원 주야간 기타 요양원 공동생활 주야간 기타

총계
28 15 12 17 1 44 5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

없음

55개소 67개소

계

시립�22 시립�13 시립�9 구립�13 구립�1 구립�44 구립�5

도립�3 - - 군립�4 - - -

건보�3 건보�2 건보�3 - - - -

자료:�양성욱‧장창수‧최미영(2020)
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노인장기요양보험(2020.05.30.�기준)

– 또한 구(군)립 장기요양기관은 요양원 17개소(구립 13개소, 군립 4개소), 구립 노

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서울에 1개소가 설치되어 있음

– 재가장기요양기관 중 주·야간보호시설은 구립 44개소(서울 40개소, 인천 4개소)

와 방문요양 등 기타시설이 5개소(서울 3개소, 인천 2개소)가 있음

ㅇ 공공장기요양시설의 정원은 전체 장기요양시설 정원의 1/25(4.15%) 정도임

– 장기요양시설 정원이 대부분은 법인과 개인에 몰려있으며, 운영형태 비율에 비

해 공공요양시설의 정원의 비율은 다 높은 것으로 집계됨

– 지자체의 경우 평균 정원이 약 70.09명으로 법인(58.67명), 개인(25.46명)에 비해 1

개소당 정원이 더 크기 때문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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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Ⅱ-13.�전국�운영주체별�장기요양시설�현황 2019년�12월�기준,�단위:�개소,�명

시도
계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노인요양시설

기관 정원 기관 정원 기관 정원

계

계 5,543 191,699 3,604 174,634 1,939 17,065

지자체 114 7,990 104 7,901 10 89

법인 1,354 79,434 1,198 77,994 186 1,440

개인 4,080 103,874 2,303 88,383 166 15,491

기타 15 401 9 356 1,757 45

서울

계 514� 15,054� 204� 12,328� 310� 2,726

지자체 34� 2,353� 29� 2,309� 5 44

법인 91� 4,668� 52� 4,329 39� 339

개인 388� 8,004� 122� 5,661� 266� 2,343

기타 1� 29� 1 29 - -

부산

계 114� 6,397� 92� 6,204� 22 193

지자체 1 140 1 140 - -

법인 90 5,835� 82� 5,766� 8 69

개인 22 413 9 298 13 115

기타 1 9 - - 1 9

대구

계 252� 7,987� 113� 6,748� 139� 1,239

지자체 - - - - - -

법인 53� 4,085� 43� 3,998� 10 87

개인 199 3,902 70 2,750 129 1,152

기타 - - - - - -

인천

계 398� 13,909� 292� 12,967� 106� 942

지자체 1 60 1 60 - -

법인 46� 2,896� 43� 2,869� 3 27

개인 349� 10,808� 246� 9,893� 103� 915

기타 2 145 2 145 - -

광주

계 95� 3,555� 78� 3,412� 17� 143

지자체 - - - - - -

법인 50� 2,401� 48� 2,383� 2 18

개인 45� 1,154� 30� 1,029� 15 125

기타 - - - - - -

대전

계 128� 6,074� 88� 5,725� 40� 349

지자체 - - - - - -

법인 35� 3,079� 34� 3,070� 1 9

개인 93� 2,995� 54� 2,655 39� 340

기타 - - - - - -

울산

계 50� 2,076� 37� 1,960� 13� 116

지자체 2 157 2 157 - -

법인 24� 1,242� 22� 1,224� 2� 18

개인 24� 677� 13� 579� 11 98

기타 - - - - - -

세종

계 13 656 11 547 2 18

지자체 - - - - - -

법인 6 304 5 295 1 9

개인 7 261 6 252 1 9

기타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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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계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노인요양시설

기관 정원 기관 정원 기관 정원

경기

계 1,812� 60,408� 1,190� 54,923� 622� 5,485

지자체 10� 1,176� 10� 1,176 - -

법인 229� 14,187� 199� 13,919� 30� 268

개인 1,567� 44,914� 978� 39,724� 589� 5,190

기타 6 131 3 104 3 27

강원

계 320� 10,206� 202� 9,164� 118� 1,042

지자체 9 601 9 601 - -

법인 85� 4,947� 74� 4,849� 11� 98

개인 226� 4,658� 119� 3,714� 107� 944

기타 - - - - - -

충북

계 295 9,248� 187� 8,285� 108� 963

지자체 6 441 5 432 1 9

법인 59 3,805 56 3,778 3 27

개인 230� 5,002� 126� 4,075� 104� 927

기타 - - - - - -

충남

계 310� 10,606� 207� 9,695� 103� 911

지자체 5� 511 5� 511 - -

법인 73� 4,294� 68� 4,251� 5 43

개인 230� 5,743� 132� 4,875� 98� 868

기타 2 58 2 58 - -

전북

계 230� 8,068� 163� 7,491� 67� 577

지자체 6 340 5 331 1 9

법인 86 4,796 77 4,722 9 74

개인 137 2,912 80 2,418 57 494

기타 1 20 1 20 - -

전남

계 314 9,520 221� 8,711� 93� 809

지자체 28� 1,543� 25� 1,516� 3 27

법인 101� 3,856 81� 3,676� 20� 180

개인 183� 4,112� 115� 3,519� 68� 593

기타 2 9 - - 2 9

경북

계 395� 13,976� 273� 12,926� 122� 1,050

지자체 6 247 6 247 - -

법인 155� 8,476� 140� 8,362� 15� 114

개인 234� 5,253� 127� 4,317� 107� 936

기타 - - - - - -

경남

계 238� 10,393� 190� 9,972� 48� 421

지자체 5 341 5 341 - -

법인 125� 7,608� 121� 7,575� 4 33

개인 108� 2,444� 64� 2,056� 44 388

기타 - - - - - -

제주

계 65� 3,657� 56� 3,576� 9 81

지자체 1 80 1 80 - -

법인 46� 2,955� 43� 2,928 3 27

개인 18� 622� 12� 568� 6� 54

기타 - - - - - -

자료:�보건복지부(202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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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한편, 8대 광역시의 공립 장기요양기관의 특성을 살펴보면, 전체 공립 장기요양기관 

122개소 중 서울형 공립 장기요양기관은 82개소로 전체의 67.2%를 차지함. 시(도)립/

구(군)립 장기요양기관의 대부분이 서울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음

–  8대 광역시 중 서울시를 제외하면, 울산시(시립노인요양원 1곳)와 인천시(구립

노인요양원 1곳, 구립 주·야간보호시설 4곳, 방문요양 1곳, 방문목욕 1곳) 등 공립 

장기요양기관은 8곳(전체의 6.6%)에 불과한 실정임

�표�Ⅱ-14.�8대�광역시�공립�장기요양기관�현황 2020.5.30.기준,�단위:�개소

구분
시(도)립+(건보공단) 구(군)립

요양원 주야간 기타 요양원 공동생활 주야간 기타

서울

시립�5

건보�3

시립�10

건보�2

방문요양�1

방문목욕�2

건보방간�1

건보방요�1

건보방목�1

구립�12
구립�1

(구립대치)
구립�40

방문요양�2

방문목욕�1

8 12 6 12 1 40 3

서울�총�82개소�중�26(21.3%) 서울�총�82개소�중�56(45.9%)

공립�전체�122개소�중�서울형�공립�장기요양기관�67.2%

부산 - - - - - -

대구 - - - - - -

인천 - - - 구립�1 - 구립�4
방문요양�1

방문목욕�1

광주 - - - - - -

대전 - - - - - -

울산 - - - - - -

세종 - - - - - -

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https://www.nhis.or.kr�(2020.5.30.기준)

ㅇ 치매 노인이 증가하고 돌봄 욕구 또한 높아짐에 따라 정부는 2016년 7월부터 치매전문

프로그램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을 제도화하였음

–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은 치매전문 교육을 받은 인력이 치매수급자에게 인지

기능 유지 및 문제행동 개선 등을 위한 전문 프로그램으로 치매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 설치 유형으로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

생활가정 및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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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서울시 전체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은 총 32개소이며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

실은 9개소, 치매전담형 공동생활가정은 1개소,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는 22개소가 

있음

– 프로그램 관리자는 일반실 소속으로 치매전담실에 겸직 등록됨

�표�Ⅱ-15.�서울시�치매전담형�장기요양기관�총괄표 단위:�개소,�명�

구분 시설�수
입소인원 종사자

정원 현원 계 요양보호사 프로그램관리자*

합계 32 488 364 172 136 36

노인요양시설�내�

치매전담실
9 114 114 66 58 8

치매전담형�

공동생활가정
1 8 8 5 3 2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
22 366 242 101 75 26

자료:�보건복지부(2021)

ㅇ 최근 5년간 서울시 요양시설 수의 변동을 살펴보면, 전체 규모 요양시설에서 개인설

립과 법인설립은 시설 수에서 감소추세이나 지자체 설립시설은 기존 수준을 유지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송인주, 2021)

– 구체적인 변동 내용으로 개인시설의 비중이 가장 높은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서 크게 감소하고 있고, 30인 미만 소규모 요양시설과 요양시설이 증가 추세임  

ㅇ 지자체 설립 시설의 경우 규모에 상관없이 이용자가 증가세에 있음. 이용자에게 안정

적인 요양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지자체 설립 요양시설의 확장이 요구되는 상황임

– 시설의 안정성을 위해 대규모 운영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음(수가 및 운영조건의 

문제). 이로 인해 실제 이용자 간 미스매칭이 일어남

Ÿ 중증질환을 앓고 있어 요양시설을 이용해야 함에도 주간보호센터 이용을 원하

는 경우 등 이용자의 질환과 시설에 대한 선호도가 맞지 않는 상황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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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악구 노인요양시설 현황

□ 관악구�노인인구�현황

ㅇ 관악구의 노인인구비율은 15.6%로, 서울시 자치구 중 15번째로 노인인구가 많음(서울

시 평균 16.1%)

– 서울대, 고시원, 원룸 등 20-30대 청년층이 밀집한 지역으로, 노인인구비율이 상

대적으로 낮음

�그림�Ⅱ-16.�관악구�인구현황 2021년� 10월� 기준,� 단위:� 명

자료:�국가통계포털�KOSIS

ㅇ 서울시 전체에 비해 25-29세 청년층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향후 10년 내에 

약 65,000명이 노인인구로 진입할 전망임

– 현재 노인인구는 78,647명, 10년 뒤 노인세대로 진입하는 55-64세 인구는 65,313명

으로, 노인인구 비율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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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Ⅱ-16.�관악구�노인인구�현황 2021년�6월�기준,�단위:�명

　구분
인구
(A)

노인인구
(B)

노인인구�비율
(B/A)

독거노인
(C)

독거노인�
비율(C/B)

은천동 33,454 5,764� 17.2% 1,392� 24.2%

성현동 29,623 5,250� 17.7% 1,266� 24.1%

중앙동 15,193 2,295� 15.1% 690� 30.1%

청룡동 35,353 4,314� 12.2% 1,205� 27.9%

청림동 15,247 2,677� 17.5% 634� 23.7%

행운동 29,057 4,270� 14.7% 1,064� 24.9%

낙성대동 16,891 1,928� 11.4% 513� 26.6%

인헌동 25,873 3,906� 15.1% 880� 22.5%

남현동 18,162 2,693� 14.8% 539� 20.0%

보라매동 24,373 4,336� 17.8% 1,081� 24.9%

신림동 21,868 1,864� 8.5% 607� 32.6%

서원동 22,537 3,230� 14.3% 760� 23.5%

신원동 18,065 3,162� 17.5% 941� 29.8%

신사동 22,627 3,370� 14.9% 958� 28.4%

조원동 17,239 2,727� 15.8% 728� 26.7%

미성동 30,847 5,667� 18.4% 1,327� 23.4%

난곡동 27,097 5,284� 19.5% 1,492� 28.2%

난향동 15,462 2,648� 17.1% 580� 21.9%

서림동 23,350 3,423� 14.7% 810� 23.7%

삼성동 22,847 5,592� 24.5% 1,625� 29.1%

대학동 23,635 2,939� 12.4% 777� 26.4%

합계 442,318� 77,339 15.6% 19,869 25.4%

자료:�국가통계포털�KOSIS

ㅇ 관악구에서 가장 많은 노인이 사는 곳은 삼성동(5,592명), 은천동(5,764명, 17.5%), 미성

동(5,667명)임

– 삼성동은 독거노인(1,625명)도 가장 많은 지역으로, 전체적으로 노인 돌봄서비스

에 대한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됨

Ÿ 독거노인은 삼성동 다음으로, 난곡동(1,492명), 은천동(1,392명), 성현동(1,266

명) 순의 분포를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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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Ⅱ-17.�관악구�취약계층�현황 2021년�6월�기준,�단위:�명

　구분 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서울형기초생활 등록장애인

은천동 1,624 135 27 1,668

성현동 1,544 125 27 1,399

중앙동 595 43 20 584

청룡동 1,113 85 29 1,095

청림동 615 37 11 669

행운동 1,055 102 22 1,061

낙성대동 440 43 6 468

인헌동 758 78 46 914

남현동 340 50 10 554

보라매동 1,107 130 12 1,118

신림동 826 48 8 553

서원동 857 92 16 799

신원동 1,086 67 22 840

신사동 1,235 90 12 908

조원동 677 44 12 694

미성동 1,342 151 24 1,440

난곡동 2,099 196 54 1,611

난향동 622 71 11 685

서림동 1,189 92 7 885

삼성동 1,615 124 44 1,500

대학동 1,258 78 5 739

합계 21,997 1,881 425 20,184

자료:�국가통계포털�KOSIS

ㅇ 관악구 취약계층 중 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서울형기초생활 대상자가 가장 많

은 지역은 난곡동으로 나타남

– 난곡동은 국민기초수급자(2,099명)가 관악구 전체의 약 10%를 차지하며, 차상위

계층은 약 9%(196명), 서울형기초생활은 약 12%(54명)가 분포하고 있음

Ÿ 경제적으로 가난한 가구의 경우 노인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때 상대적

으로 돌봄비용의 부담이 적은 요양시설과 공공요양시설에 대한 욕구가 높을 

것으로 예상됨

Ÿ 난곡동은 취약계층 인구가 많아 다른 지역에 비해 공공요양시설에 대한 필요

성이 높을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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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악구�노인요양시설�현황

ㅇ 관악구 노인요양시설은 모두 28개로, 25개 자치구 중 6번째로 많은 지역임

– 상대적으로 노인요양시설이 많은 자치구에 속하지만, 28개의 기관은 모두 민간

노인요양시설이며, 공공요양시설이 전무한 상황임

– 또한, 공동생활가정이 18개로 정원 9명을 모두 채우고 있는 상황이며 요양시설은 

10개로 평균정원은 43.2명을 보이고 있음 

ㅇ 기관 종사자와의 심층인터뷰에 따르면, 이용자의 선호나 특성에 따라 공동생활가정

이나 요양시설을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남

– 소규모 밀착 돌봄을 원하는 경우 공동생활가정을 선호하는 특성을 보임 

ㅇ 관악구 노인요양시설은 일부지역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음

– 28개의 노인요양시설 중 대부분은 난곡권역인 미성동, 신사동, 조원동, 난곡동에 

집중되어 있음

– 노인요양시설의 지역적 편중은 주민들의 시설 이용과 관련하여 불편을 초래하고 

있을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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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Ⅱ-18.�서울시�요양시설�현황 2019년� 12월� 기준,� 단위:� 개소

　구분 노인요양시설 공동생활가정 합계 �순위

서울시 204 310 514 -

도봉구 21 34 55 1

중랑구 10 39 49 2

강서구 19 15 34 3

강북구 8 23 31 4

노원구 11 20 31 4

관악구 10 18 28 6

금천구 12 13 25 7

동대문구 4 21 25 7

강동구 8 16 24 9

송파구 9 15 24 9

은평구 15 8 23 11

성북구 16 5 21 12

광진구 8 12 20 13

양천구 13 7 20 13

구로구 10 8 18 15

서대문구 10 8 18 15

영등포구 1 17 18 15

동작구 3 7 10 18

종로구 8 2 10 18

강남구 4 3 7 20

성동구 3 4 7 20

서초구 4 1 5 22

마포구 2 2 4 23

용산구 3 1 4 23
중구 2 1 3 25

자료:�보건복지부(2020a)

�표�Ⅱ-19.�운영주체별�장기요양시설�현황 2019년� 12월� 기준,� 단위:� 개소,� 명

시도
계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노인요양시설

기관 정원 기관 정원 기관 정원

서울

계 514� 15,054� 204� 12,328� 310� 2,726

지자체 34� 2,353� 29� 2,309� 5 44

법인 91� 4,668� 52� 4,329 39� 339

개인 388� 8,004� 122� 5,661� 266� 2,343

기타 1� 29� 1 29 - -

관악

계 28 594 18 162 10 432

지자체 - - - - - -

법인 4 238 - - 4 238

개인 24 356 18 162 6 194

기타 - - - - - -

자료:�보건복지부(202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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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Ⅱ-17.�관악구�노인요양시설�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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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노인요양시설�운영상의�쟁점

1. 조사 개요

ㅇ 노인요양시설 운영상의 쟁점은 본 연구진이 수행한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초점집단인

터뷰(FGI)의 결과를 요약하여 제시하고자 함

– 공공요양시설 건립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노인요양시설 

운영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FGI를 실시하였음. 시설별 이용자의 특성과 

선호하는 돌봄서비스, 운영의 어려움 등 노인요양시설이 직면하고 있는 운영상

의 쟁점을 파악하고자 하였음

–  FGI 참여자는 총 4명으로, 사회복지사 또는 간호사 직무를 수행하며 소규모/대

규모, 공립/민간, 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주간보호센터 등 다양한 조

직형태와 특성을 보이는 기관 유경험자를 대상으로 선발함

– 코로나 상황을 감안하여 비대면 온라인 소통방식(zoom 활용)으로 진행하였음

�표�Ⅱ-20.�심층인터뷰�참여자�구성

구분 현�소속 관련�시설�근무�경험 시설�특징

참여자A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원장

(사회복지사)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소규모�민간 생활시설

참여자B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원장

(간호사)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대규모�민간

소규모�민간
생활시설

참여자C
주간보호센터�센터장

(사회복지사)
주간보호센터� 소규모�민간 이용시설

참여자D
노인요양시설�원장

(사회복지사)

공립요양시설,

민간요양시설

대규모�공공

중규모�민간
생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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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인요양시설 운영상의 쟁점

□ 밀착돌봄이�필요한�어르신은�소규모�시설�선호

ㅇ 일반적으로 노인의료복지시설에 해당하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과 요양시설은 입

소를 기본으로 하는 생활시설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곤란한 노인을 입소

시켜 24시간 서비스를 제공하는 규모의 차이가 존재하는 시설임. 주간보호센터는 이

용시설로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이 가능한 어르신들이 낮 동안 활동을 하는 곳임. 따라

서 각 시설별로 기능과 역할이 구분된다고 볼 수 있음

ㅇ FGI 분석결과 이용자들이 소규모 노인요양공동가정을 선택하는 특성을 살펴보면 대

규모시설에 적응이 어려운 경우, 치매 등 보다 밀착된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소규모 

시설을 이용하는 반면, 대규모시설은 규모의 안정성과 체계성 측면에서 선호하고 있

었음

ㅇ 또한 공립시설은 비영리성에 기반한 조직운영의 특성을 보이고 있어 민간보다 더 선

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민간의 경우 이용자의 입소순서에 영향을 주는 선택권을 기관

이 행사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한다면 공립의 경우 대기자 순서에 따라 집행을 해

야 하는 공정성 유지가 가장 큰 강점임

ㅇ 공공과 민간의 시설 선호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최근의 흐름은 내가 생활하던 환

경과 비슷한 집 같은 곳, 내가 살고 있는 지역과 가까운 곳, 그리고 깨끗하고 쾌적한 

곳, 보호자가 자주 찾아올 수 있는 곳을 선호하는 등 이용자의 시설선택에 변화가 나

타나고 있음을 확인함

저희�지역에서는�어떤�분들이�많이�오게�되시냐면요,�실제로�작은�기관을�찾는�분들이�오시는�거예

요.�왜냐면�치매가�심한데�큰�시설에�가면�비슷한�증상을�보이는�분들끼리�모인다든지�하여�질병이�

심할�경우�지원을�못�받을�수�있다,�이렇게�생각하시는�분들이�좀�더러�있으시더라구요.�����

���<참여자�A>

그래서�아까�말씀드린�것처럼�내�집에서�계셨던�환경하고�비슷한�곳에�지내고�싶어�하시는�분들�그

리고�주간보호를�이용했는데�너무�주간보호가�사람이�많잖아요.�그러니까�거기에�적응을�못�하시고�

집에서도�치매�양상이�좀�심해지셔서�오시는�분들�그런�경우가�좀�더�많아요.

<참여자�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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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님들�같은�경우에는�시립이나�구립�요양원이라고�하면�일단�그�자체에서�신뢰를�가지시기�때

문에�이제�항상�일�순위로�입소를�하실려고�하는�곳인�거죠.�(중략)�그니까�지금�저희�시설�같은�경

우에는�뭐�그�평상시에�액팅�아웃이�심하신�남자�어르신이다�그러면�남자�어르신은�또�모시는�데�한

계가�있으니까�저희가�좀�자리는�있어도�대기를�시킬�수가�있는�그런�선택권이�저희한테�조금�있는

데�시구립은�그런�것들은�거의�불가능하다고�봐야�될�거�같애요.�특별한�경우를�제외하고는.(중략)���

����������������������������������������������������������������������������������������<참여자�D>

보호자가�요양원을�선택할�때�영향을�미치는�거는�뭐�집에서�좀�가까운�거�또�환경이�깨끗한�거�뭐�

이런�부분들을�주로�선호하시거든요.�(중략)�그래도�시립�구립은�그�레이블�관련해서�오는�가치를�

가지고�우선�선택하시는�경우가�많이�계신�거�같아요.������������������������������������������������<참여자�D>

□ 이용자와�돌봄시설�간�미스매칭

ㅇ 각 시설별 기능과 역할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이용자의 선호도와 돌봄제

공의 선호 간에 미스매칭이 일어나고 있었음

ㅇ 이용자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돌봄이 필요하나 이용자의 인지‧신체적 기능상태와 보

호자의 시설 선택 사이에 간극이 존재하여 결국 미스매칭이 일어나고 있어 실제 이용

자에게 제공되어야 하는 서비스의 적절성에 문제가 발생하기도 함

ㅇ 독립보행이 어려운 이용자가 입소를 거부하고 주간보호센터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주간보호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여가 어려운 상황임에도 해당 시설을 이용

하고자 하는 이용자도 있음

ㅇ 요양시설에 입소하여 적절한 돌봄이나 치료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하는 어르신이 본인

의 신체적‧인지적 기능과 부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이용하는 것은 결국 돌봄

의 효과성이나 효율성측면에서도 적절하다고 할 수 없음 

보행이�가능하지�못하신�분,�거의�움직이지�못하기�때문에�들고�탑승하고�들고�내려야�되는�분도�저

희기관을�이용하고�계세요.�그래서�직원들은�인제�이렇게�그�힘든�어르신들이�계시다�보니까�직원

들이�체력적으로�너무�힘들기도�하고�몸이�상하기도�하고�이제�이런�부분�때문에�쪼끔�어려움이�있

는데.(중략)�예�저희가�요양원을�가셔야�된다고�말씀을�드렸거든요.�그랬더니�완강하게�안�가시겠

다.�데이케어센터에�이용하시겠다…(중략)�������������������������������������������������������������������<참여자�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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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는 이유로 요양시설 입소에 대한 강한 거부감이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음. 요양시설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 예를 들어 버림받는 곳, 학대와 억압이 있

는 곳, 들어가면 나오기 어려운 곳, 가족과 단절되는 곳, 내 가족을 볼 수 없는 곳이라

는 부정적 심리, 정서적 인식에서 기인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이는 공립시설의 확충

과 돌봄의 공공성이 강조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함

ㅇ 요양시설의 입소를 지연시키기 위한 예방적 차원의 돌봄지원이나 투자가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사회 내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노인의 교류의 장으로 활용하는 사

례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데이케어�이용하시는�분이�밤에는�내�부모를�보잖아요.�밤에�주간�데이케어는�가더라도�근데�요양

원에서는�갈�수가�없잖아요.�내가�아무리�보고�싶다�한들�밤에�우리�엄마의�자는�모습�우리�아버지의�

자는�모습을�보고�싶은데�못�볼�수�있는�그�감정,�애정이�더�크기�때문에�그럴�수�있다고�저는�느껴졌

고요.��������������������������������������������������������������������������������������������������������������������������<참여자�A>

아무래도�사회적인�그런�관념�있죠.�요양원은�버림받는다�뭐�가족과의�단절을�의미하는�그런�부분

들을�어르신�본인이나�보호자들이�생각하시는�경우도�있는데,�최종적으로�요양원을�선택하게�되는�

거는�가족들이�더�이상�부양할�수�없는�상태가�되었을�때,�그런�일이�생긴다고�저는�생각을�하구요.

��<참여자�D>

초창기에�요양원이�생겼을�때,�이제�장기요양제도가�생겼을�때�방송에서�요양원에서�안�좋은�모습

만�방송에서�나왔지�좋은�모습은�방송에서�나오지를�않았어요.�그러기�때문에�그�이미지가�너무�강

하게�박혀�있는�거예요.�그래서�요양원에�가는�거를�조금�어려워하는�부분이�있더라고요.

��<참여자�C>

□ �규모의�차이에서�오는�운영의�어려움�

ㅇ 시설 규모의 차이에서 오는 운영상의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도심형과 근

교형의 입지 특성, 즉 지역적 차이에서도 기인함을 알 수 있음. 상당수 관계자들은 현  

수가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함 

ㅇ 시설의 기능과 이용자의 욕구가 적절하게 매칭되기 위한 제도적 규제나 지원이 요구

됨. 이와 함께 이용자의 돌봄 선호도에 맞는 다양한 선택지를 구성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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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같은�경우에는�주간보호센터도�그렇고�공동생활가정도�그렇고�소규모�장기요양시설들이�살아

남기�어려운�구조가�되어�있어요.�이거는�정부에서�책정한�수가체계�자체가�그래요.(중략)�어떻게�

보면�공공�말고�지금�성당�데이케어도�마찬가지지만�뭐�복지관�부설이라든지�그런�주간보호센터들

이�소규모들이거든요.�뭐�20인�30인.�그런데�주간보호센터도�20인�30인�시설로�운영하기에도�요

즘에는�좀�녹록하지가�않은,�수가체계�자체가�그래요.�그래서�요즘에는�개인�주간보호센터들은�뭐�

80인도�있고�뭐�50인�이상�100인�이런�대형�시설들이�생기는�거거든요.�그니까�소규모�시설들은�

살아남을�수가�없다고�보는�거죠.�

��������������������������������������������������������������������������������<참여자�D>

주간�보호도�그렇고�대형화되어야�수가체계상으로�살아남을�수�있는�거죠.�○○요양원이�200인�시

설인데�아까�말씀드린�것처럼�항상�대기자가�있으니까�200인�어르신이�항상�같이�계신다고�했었을�

때는�운영이�안정적일�수�있어요.�같은�국공립�시설�중에서도�80인�시설들은�또�200인�시설에�비해

서�열약한�거죠.�그거는�국공립이나�개인이나�법인이나�상관은�없습니다.�저희�현재�제가�있는�곳이�

270인�시설인데�어르신이�이제�220인이�계시거든요.�작은�요양원하고�비교했었을�때는�규모의�경

제가�지배를�하는�곳이죠.�그러기�때문에�국공립�요양원이�생긴다�그러면�대형으로�가지�않으면,�대

형으로�가지�않고�소형으로�갈�거다�그러면�구에서�평상시에�경상�보조금을�줘야�돼요.�

<참여자�D>

ㅇ 대규모 시설은 돌봄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대규모시설에서 오는 위화감으로 적응

이 어려운 어르신의 경우 소규모 시설을 선택하고자 하나, 소규모 시설의 경우 수가체

계의 문제로 시설의 확장을 선호하는 현실적 한계에 부딪힘 

ㅇ 소규모 시설은 운영상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1인실이나 2인실을 개별

실로 구성하여 별도의 추가 병실료를 확보할 수 있음. 이는 개인공간 배치를 희망하는 

입소자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와 부합하는 대응인 반면, 외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어르

신들이 다인실을 선호할 경우 이용자와 운영주체와의 욕구차가 존재할 수 있음 

ㅇ 결국 공공‧비영리의 경우 건물임대나 개보수에 따른 지원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운영

상 이점을 선점하고 있는 반면 민간소규모 운영의 경우 건물임대료와 개보수에 대한 

비용지출의 부담과 소규모에서 오는 비용의 비효율성의 운영이 어려움을 배가시키고 

있는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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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지역에서만도�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원장님들이�너무�힘드니까�네�분�정도가�올해�시설로�옮

겨갔어요.�그렇다고�시설로�옮겨간�게�인원이�많이�시설로�옮겨간�게�아니고�16인,�뭐�‘그래도�노인

요양공동생활보다는�낫더라’�이렇게�얘기하시면서�나가시고.�개인�시설이잖아요.�그리고�다른�사람

의�건물이잖아요.�건물이다�보니까�뭐가�망가져도�여기는�또�주인이�고쳐주는�시스템이�아니에요.�

망가지면�다�우리가�고쳐야�되는�거야.�고치는�부분들이�인제�세월이�지나면�더�많아지는�거예요.�인

제�곧�있으면�소방시설�10년이�다�돼�가는�거예요.�그럼�소방시설�같은�거�예전에는�나라에서�지원

을�해줬단�말이에요.�90프로까지.�이제는�해주느냐�이거죠.�안�해줄�수도�있다는�거예요.�그만큼�지

원을�받는�부분이�전혀�없어요.���������������������<참여자�A>

□ 요양시설�규모별�적절한�돌봄의�조건

ㅇ 대규모 시설의 경우 운영상 체계가 잘 갖춰져 있을거라는 기대가 있는 반면 돌봄의 소

외지대가 존재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음. 재정적 안정성이나 운영의 체계적 측면

에서 우려하는 부분이 있는 반면 소규모라는 특성으로 이용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 밀

착케어가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있음. 관계와 소통의 문제, 신뢰의 문제와 관

련된 사안으로 기관운영에 대한 투명성, 운영안정성 차원에서 어떤 장치를 탑재해야 

할지 고민이 필요함. 각각의 시설 기능과 특성에 맞는 혁신이 필요한 지점임

ㅇ 요양시설에 대해 오랫동안 직간접적으로 축적된 부정적인 이미지‧인식에 대한 개선

이나 변화를 도출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또한 요양시설이라는 닫힌 공간에서의 생

활만이 아닌 내부활동이나 외부활동이 자유롭게 유지되는 개별성과 자율성이 시설 

운영에 반영되고 유지될 수 있어야 함. 즉 시설 안에서의 개인별 공간과 공용공간의 

분리를 통해 개인 존중과 공동체의 긍정성을 함께할 수 있는 구조가 반영되어야 함

ㅇ 외부활동의 자유로움이 보장되어 지역주민의 참여와 교류가 가능하고 입소자들도 지

역사회 외부활동에 자유로운 참여 구조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들 즉, 지역사회기반으

로 자유롭게 교류하고 연계되고 있는 다양한 사례들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요양시설

에서 생활하고 있는 입소자들의 긍정적 모습들을 지켜보고 공유할 수 있는 방식이 무

엇이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ㅇ 운영의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의 참여로 운영되는 공동생산접근이나 

미국의 옴브즈맨 제도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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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케어센터들도�대규모가�살아날�수�있지�소규모가�살아날�수�있는�입장이�아니에요.�그니까�저

희도�인제�20명�정도면�현상�유지�정도.�근데�이�공단에서�인건비�책정을�할�때�항상�수가가�최저임

금에�맞춰서�수가�인상이�이루어지고�있어요.�그래서�이�장기요양에�근무하시는�분들은�더�이상의�

삶을�영위할�수�없고�최저인건비�기준으로�살으라는�어떤�그런�부분밖에�되지가�않더라구요.�그래

서�인제�그�나온�말씀�중에�다양한�말씀이�많았지만�저는�이제�너무�소규모도�그렇고�너무�대규모도�

그렇고�너무�대규모면은�내�한�눈�안에�어르신들이�들어오지�않기�때문에�어르신들의�상태를�정확

하게� 파악하고� � 관찰하고� 그거를�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어려움이� 많아요.�����������������������������������������

�������������������������������������������������������������������������<참여자�C>

근데�어느�정도�데이케어센터�같은�경우도�한�30인내로�운영을�하면�그래도�내�눈�안에�들어오기�때

문에�케어가�어느�정도�되고�운영상에도�그다지�어려움이�없이�약간의�그�경제적으로�너무�어렵지

는�않는�상태에서�운영할�수�있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고,�그리고�요양원도�마찬가지인�거�같애요.�

너무�대형화되어�있으면�어르신들이�진짜�그�방�안에서의�생활을�하는데�급급한데,�그�요양원을�설

치를�하더라도�방이�있으면서�가운데에�큰�넓은�공간이�있어서�좀�배회하고�돌아다니고�움직일�수�

있는�그런�공간이�조금�필요하지�않을까.����������������������������������������������������������������������<참여자�C>

ㅇ 이용자의 돌봄욕구에 따른 개별맞춤지원이 가능한 소규모 시설을 유지하기 어렵다면 

대규모로 운영을 하되, 대규모 운영에서 문제로 지적되는 돌봄소외지대에 대한 대응

으로 유닛케어방식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음. 개인의 존엄성이 보장받을 수 있는 개별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보호자와의 대면공간, 지역주민이 왕래할 수 있는 커뮤

니티 공간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예를�들어서�200인�시설이다�그러면�200인�시설�안에�적어도�20명,�뭐�10명�그렇게까지는�어렵겠

지만.�그�안에�20인�시설�열�개가�있는�것처럼�하는�거죠.�집도�있고�뭐�거실도�좀�있고,�그�독립적으

로,�그니까�그�큰�빌딩�같은�건물은�아니라고�하더라도,�그�각�층별로�이렇게�좀�소규모�시설들이�여

러�개�있는�것처럼�이렇게�운영을�하는�게…(중략)��������������������������������������������������������<참여자�D>

4인실로�운영을�해서는�어르신들에서�쾌적한�생활을�하기가�어려움이�있기�때문에,�최소�2인실�1

인실,�그런데�이것도�추가�비용을�부담해야�된다고�하면�돈�있는�분들만�요양을�이용하시게�되잖아

요.�공공에서�하시는�것이기�때문에�여기는�2인실�추가�비용�부담�없이�2인실�이런�식으로�해서�거

실도�좀�있고�식사도�유닛케어라고�하죠.�그�유닛별로�이렇게�좀�식사도�한다든지.�이런�식으로�구성

이�되는�게�가장�현실적인�대안인�거�같은데,�이렇게��할려고�하더라도�지금�공단�수가에�의지해서는�

안�됩니다.�이건�도저히�불가능한�거고�보조금이�있어야�돼요.��������������������������������������<참여자�D>

어르신을�모시는�거는�진짜�그�시설이�모셔주는�거�절대�아니거든요.�한�번을�말을�걸어도�어르신한

테�따뜻한�말�한마디가�중요한�거거든요.�그리고�소규모�시설의�좋은�점은�그거예요.�그냥�집�가까이

에�있어서�보호자들이�언제나�드나들�수�있는�그런�위치였기�때문에�좋아해주셨고�오시면�다들�마

음이�편하다.�그래서�가까이�있으니까�퇴근길에도�오시고�뭐�아무�때나�오실�수�있는�게�좋은�거예

요.���������������������������������������������������������������������������������������������������<참여자�B>



62��관악구�공공요양시설�건립을�위한�기초연구

□ 더�다양하고�개별화된�돌봄을�위한�고려사항

ㅇ FGI 분석 결과 참여자들은 변화하고 있는 노인들의 욕구에 충족하는 시설운영이 어

렵다는게 현장의 판단임. 베이비붐세대의 노인인구 진입으로 더 다양해지고 개별화

되고 있는 돌봄욕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시설운영의 구조와 종사자의 배치

로는 상당한 어려움이 존재함. 지자체의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며 이 또한 현

실적인 한계가 있음. 따라서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주민참여방식이 결합되어야 하고 

시설의 부족한 자원을 지역주민의 재능과 결합시키는 자산기반접근의 실천, 공동생

산방식의 적용이 필요함

– 자산기반접근은 개인과 지역사회 모두에 관심을 보이는 실천방식으로 지역사회 

응집력을 높이는 것이 목표이며 모델이나 사례보다 가치와 원칙이 중요하고 어

떠한 환경에도 적용 가능함(김용득 등, 2020)

– 자산이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유용하거나 가치 있는 것, 즉, 사람들이 무엇을 가

지고 있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고 사람들의 강점을 최대한 인식하

고 활용하는 것임 

ㅇ 또한 지자체의 역할 측면에서도 요양시설을 건립하여 직영을 하거나 위탁운영을 하

는 방식으로 역할을 다한 것으로 간주할 것이 아니라 이후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포함

하여 재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구유지에 대한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활용에 필요한 지원, 지역의 유휴공간을 활

용할 수 있도록 임대와 관리 등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 소규모 공동생활가정이 대

규모 공립시설과 경쟁관계가 아닌 지역사회 노인돌봄 기관으로서 상호보완적인 

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지원이 가능한 분위기 조성 등을 위한 지원이 

절실히 필요함

– 소규모 시설만의 긍정적 기능과 특성을 충분히 살리고 유지할 수 있도록 신뢰에 

기반한 지자체 차원의 지원 등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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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노인요양시설에�대한�혁신적�접근

ㅇ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도래와 돌봄에 대한 국가재정의 부담이 점차 확대됨에 따라 요

양서비스 운영에 대한 혁신적인 접근이 강조되고 있음

– 거주자의 독립성을 극대화하고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일상적인 생활에 참여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돌봄을 제공하는 소규모 가정 돌봄이 강조됨

ㅇ 우리나라보다 앞서 고령화가 진행된 북유럽이나 독일 등에서도 2000년대를 전후로 요

양시설 중심의 노인돌봄체계의 문제를 인식하고 노인들 스스로 삶을 살아가고 이를 

지원하는 형태로 고령자 정책을 전환하였음

ㅇ 우리나라도 2005년 저출산‧고령화 사회기본법 제정으로 국가차원의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 수립되었고, 2018년에는 보건복지부의 지역사회통합돌봄 기본계획에 반

영된 커뮤니티케어 정책을 통해 고령자를 위한 주거안정과 지역사회 돌봄을 위한 복

지서비스 추진방향을 담고 있음 

– 보건복지부의 커뮤니티케어 정책을 살펴보면, 그동안 시설중심의 의료복지 지원

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주도 사회서비스 정책을 실현한다는 목표로 장소기반의 주

거지원 인프라, 방문돌봄과 의료, 재가돌봄 및 장기요양, 지역사회 돌봄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한 서비스 체계 구축’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음(관계부처 합동, 

2018)

–  서울시, 정읍시, 부산시 등에서는 고령사회 마스터플랜 또는 가이드라인, 노인복

지실행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화성시, 안산시, 수원시 등에서는 치매안심마을을 

선포하고 치매안심지원센터를 설립, 지역사회에서 고령자를 안심하고 돌보겠다

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음



66��관악구�공공요양시설�건립을�위한�기초연구

ㅇ 지금까지는 노인주거와 생활, 요양 등의 서비스와 규모 등의 형태가 이미 제도권내의 

확정된 모습(시설유형)에 따라 양로시설, 노인복지주택,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

생활가정 등으로 만들어졌다면 이제는 각각의 서비스별로 자유로운 조합이 이루어지

고 있음을 여러 국외 사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음

– 현재는 본인이 살던 집에서 재가 서비스를 받거나, 노인양로시설 또는 요양시설

에서 주거와 생활‧보호를 한꺼번에 받는 형태의 선택지였다면 향후에는 필요한 

서비스의 내용과 양, 선호 등에 따라 주거, 생활, 보호 등에서 선택지가 확대될 것

임(이윤경 등, 2020)

ㅇ 본 장에서는 노인요양시설을 둘러싸고 급격하게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국‧내외 노인

요양시설의 혁신사례를 살펴보고 향후 관악구 공립요양시설 설립 시 고려해야 할 사

항을 도출해보고자 함 

– 이를 위해 먼저 혁신적인 노인요양에 대한 철학과 원칙을 살펴봄

– 혁신의 관점을 주체의 다양성, 공간의 혁신, 서비스 운영의 혁신 측면에 살펴보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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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람중심(관계중심) 돌봄

ㅇ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라 돌봄 수요가 증가하는 한편 욕구 또한 다양해지는 경향을 보임

– 더 건강하게 더 오래 살아가는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기대수명이 늘어나면서 노

인 인구층에 대한 범위가 넓어지고 있음. 노인의 경제적 수준과 건강 수준이 향상

되면서 동일 집단 내 세대 간 문화적 차이가 존재함

– 향후 노인돌봄의 주 이용주체가 될 베이비 붐 세대와 현 노인세대와의 문화적 차

이에 따른 욕구 차이도 고려할 요소임

ㅇ 이러한 다양성은 노인요양시설의 운영에 대한 혁신적인 접근방식을 뒷받침하고 통합

하는데 영향을 줌 

– 노인요양시설의 혁신은 대규모 집단 중심에서 지역사회나 가정기반 중심으로 변

화 되고 있고 전문가 중심에서 노인 당사자의 의견을 강조하는 사람중심이 강조

되고 있음

ㅇ 최근의 많은 노인돌봄에서는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사람중심성에 대한 가치를 강

조하고 있음

– 사람중심성은 돌봄종사자와 노인 간의 관계가 상호 신뢰와 존중, 개인의 자기결

정권에 기반한 수용과 선호 등이 공유된 상태로 돌봄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함

– 이러한 방식은 기존의 간병을 제공하는 것에서 상호관계에 기반한 노인의 더 많

은 참여로 중심축이 이동하고 있음을 의미함 

ㅇ 사회복지영역에서 사람중실실천은 Wolfensberger의 정상화 원칙, Oliver의 사회적 모

델, DeJong의 자립생활 패러다임의 가치와 철학에 뿌리를 두고 시작됨. 그 중에도 기존

의 서비스 제공방식, 기본적인 기회와 경험을 누리기 어려운 발달장애인을 개별적으

로 지원하기 위해 시작되었으나 최근에는 아동, 신체장애인, 정신장애인, 노인 등 많

은 사람들에게 주도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접근으로 확산되어가고 있음 

ㅇ 급속한 시설증가에 따른 서비스 질 저하 및 거주자들의 삶의 질 저하를 경험하면서 이

를 극복하기 위해 대두된 개념임

– 전통적인 시설의 경우 규격화되고 기관중심적인 돌봄환경이었다면 사람중심 돌

봄환경은 집과 비슷한 환경에서 거주자의 삶의 질을 더 강조한 개별화된 돌봄을 

제공하는 것으로 변화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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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사람중심 돌봄의 주요 구성요소에는 자기결정권, 친밀한 관계, 집 같은 환경, 직원 역

량강화 등이 해당됨(윤주영, 2019).

– 거주자들의 심리적 욕구에 대한 배려를 제공

– 거주자들의 잔존 능력과 개별적 가치를 존중함

– 거주자 개인의 독립적, 자율성, 자존감을 중요하게 여김

– 의사결정 과정에 거주자들의 의견을 반영

ㅇ 사람중심 케어모델에 대한 몇 가지 실천 모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  ‘그린하우스 모델(Green House Model)’ 또는 ‘소규모 하우스 모델(Small House 

Model)’은 요양시설의 물리적 환경을 집과 같은 환경으로 바꾸고, 노인과 직원 간 

친밀한 관계 형성을 위해 직원 배치를 담당제로 수정하기도 함(Li & Porock, 2014; 

이윤경 등, 2020 재인용).

Ÿ 대규모 시설과 달리 10명 내외의 거주자가 생활하는 소규모 시설을 건축하여 

집과 같은 가정적 환경을 제공하고자 함

Ÿ 또 치료적 상황보다는 통상적인(일반적인) 상황에서 직원과 노인 간 교류(관

계 형성)를 강조함으로써 거주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함(Li & 

Porock, 2014).

–  ‘에덴 대안 모델(Eden Alternative)’은 요양시설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외로움, 무료

함, 무기력함을 없애는 것을 목표로 하며, 식물이나 동물, 아이들이 거주자들의 

일상생활에 적극 개입하도록 함으로써 집과 같은 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모델임

Ÿ 이는 거주자의 자율적 선택과 타인과의 의미 있는 상호작용을 강조함

–  ‘웰스프링 모델(Wellspring Medel)’은 거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케어의 질

이 향상되어야 함을 강조함(윤주영 등, 2012)

Ÿ 웰스프링 모델은 11개의 비영리 요양원 연합으로 이루어진 모델로 ① 입주자 

간호의 질을 최우선으로 하는 경영진, ② 시설 간 노인전문간호사 공유, ③ 특
정 치료 영역에 대한 교육을 타 직원에게도 공유하는 학제 간 치료 지원팀 마

련, ④ 직원 간의 긴밀한 네트워킹, ⑤ 모든 직원에게 부여된 시설 환경 및 거주

자 간호에 대한 의사결정 권한, ⑥ 유관 시설의 거주자 및 환경 관련 성과 데이

터에 대한 모든 직원의 지속적 검토라는 핵심 요소를 기반으로 운영 됨

Ÿ 시설 간 우수 사례를 공유하여 적절한 가격으로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거주자 중심 치료에 전념하는 시설임(Reinhard & Stone,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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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유닛형 개호노인복지시설은 노인복지법에 규정된 특별 양호 노인홈(입

소 정원이 30명 이상인 것에 한함)이자 개호보험법에 따른 도도부현지사의 지정

을 받은 시설로 개호 노인 복지 시설에 입소하는 요개호자가 시설서비스계획에 

근거하여 받는 입욕, 배설, 식사 등 개호 기타 일상생활 상 돌봄, 기능훈련, 건강관

리 및 요양상 돌봄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임

Ÿ 사회적 입원이나 장기요양으로 제일 많이 이용되었던 3개 시설(개호노인복지

시설, 개호노인보건시설, 개호요양의료시설)은 정부 혹은 자치단체의 총량 규

제 방침으로 현재는 제한 수에 도달함

Ÿ 3개 시설은 대표적인 시설서비스로 지역포괄케어에서는 이용자의 이러한 시

설입소 시기를 늦추고 지역에서 생활하는 기간을 최대한 오랫동안 유지하기 

위한 지역 서비스 제공체제 구축을 표방하고 있음

– 개호보험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스스로 신청한 요개호 인정에서 ‘요개호·요지

원’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요개호 수준별로 스스로 개호서비스를 선택하고 신청

한 후 개호서비스 사업자와 계약을 맺고 이용함

ㅇ 사람중심 돌봄의 환경에는 물리적‧심리적 환경, 인간중심적인 서비스 제공 등이 있음

(윤주영 등, 2012)

– 인간중심적인 물리적‧심리적 환경

Ÿ 소규모 유닛 구성

Ÿ 집 같은 환경(개인공간 확보)

Ÿ 다양한 감각적 자극을 제공하는 환경

Ÿ 가정적인 소규모 식사공간

Ÿ 사생활이 보장되고 안전한 목욕공간과 화장실

Ÿ 감각을 자극하고 활동을 증진시키는 야외공간

– 인간 중심적인 서비스 제공: 거주자 중심의 개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Ÿ 거주자 지향적 일과

Ÿ 거주자가 음식의 종류와 양을 선택하는 식사 제공

Ÿ 거주자의 선호를 반영한 취침시간

Ÿ 거주자가 원하는 다양한 활동 기회 제공

Ÿ 투약 시간 및 장소에 대한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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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기

ㅇ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기(Aging in Place, AIP)는 가능한 한 일생을 마칠 때까지 익숙한 

장소 혹은 공동체에 남아서 생활하는 것 또는 시설 거주보다는 일정 수준의 독립성을 

가지고 지역 공동체에서 생활하는 것을 의미함 

– 급속한 고령화로 고령가구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고령자 대상의 돌

봄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고령자의 56.7%는 거동이 불편하더라도 현재 살고 있는 

곳에서 계속 살기를 희망하고 있음 

ㅇ 노화로 인해 일상생활이 어려워진 노인들이 노후 생활이나 건강 유지를 위해 시설이

나 병원으로 입소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거주지역에서 최대한 오래 거주하는 것을 의

미하는 AIP는 노인들의 현재의 주거지를 벗어나고 싶어하지 않는 경향을 잘 나타내고 

있어 불필요한 요양시설 입소를 방지 또는 지연하는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음 

– 기존의 국내 연구에서는 AIP에 대해 주로 ‘사회적 입원 방지’ 중심의 방어적 개념

으로 접근했다면  최근에는 지역사회에서 활동적으로 지내기, 건강하게 지역에

서 지내기 등으로 확장하고 있음

– 실제로 노인 거주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내가 살던 곳에서 오랫동안 건

강하게 오래 지내기 위해서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핵심 작업임 

– 치매 친화적인 지역사회 개발을 촉진하는 활동 등도 이에 포함됨

ㅇ 최근 보건복지부(2020) 노인실태조사결과, 노인의 특성변화로 자녀와의 왕래나 연락

은 계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친인척이나 친구와의 접촉은 증가하고 있음을 주목함

– 조사결과에 의하면 건강이 유지된다는 조건에서의 희망 거주형태에 대한 응답으

로 ‘현재 집에서 계속 산다’의 비중이 83.8%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거주 환경

이 더 좋은 집으로 이사한다’ 11.2%, ‘식사, 생활 편의 서비스 등이 제공되는 주택

으로 이사한다’ 4.9%로 나타남

– 2017년도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현재 집에서 계속 살고 싶다는 비율은 4.8%포인

트 감소, 식사 등 편의시설 제공되는 주택에 들어간다는 비율은 4.7%포인트 증가

하여 최근 다양한 노인 주거형태의 등장으로 인해 이에 대한 욕구가 약간 증가한 

것으로 해석됨 

– 건강이 악화되어 거동이 불편해질 때의 희망 거주형태에 대한 응답으로 응답자

의 56.5%는 재가서비스를 받으면서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계속 살기를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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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는 배우자, 자녀 또는 형제자매, 친인척과 이사를 하거나 이사 오도록 하여 

함께 살기를 희망, 함께 거주하지 않더라도 자녀 또는 형제, 자매, 친구의 근거리

로 이사하여 살고자 희망하는 비율은 4.9%로 나타남

– 돌봄, 식사, 생활 편의 서비스 등이 제공되는 노인요양시설, 노인복지주택 등으로 

이사한다는 비율은 31.3%로 나타남

ㅇ  따라서 노인들이 격리된 대형요양시설을 떠나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공

간으로서, 관계로서의 지역사회를 만드는 혁신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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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국내외�노인요양시설의�혁신�사례

ㅇ 노인의 욕구가 다양화됨에 따라 주거형태 또한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음

– 기능상태 및 수발 제공자 여부 등에 따라 시설거주, 서비스 지원주거 거주, 재가

지원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이 중 요양시설을 비롯한 시설거주는 의료 및 돌봄서비스를 적시에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낯선 환경에서의 적응, 자율성 및 독립성 저하, 국가적 비용 부담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

ㅇ 미래 노인이 희망하는 노인요양시설의 모습은 매우 다양한 차원에서 분화되고 있음 

– 미래 노인요양시설을 이용할 노인들은 개인에 따라 교외시설, 도심시설, 대규모

시설, 소규모 시설, 다양한 프로그램, 시간적 여유가 있는 시설, 개인실, 다인실 등 

여러 차원에서의 선호도가 다르고 전문적 서비스의 내용과 정도에서도 개인별 

희망 정도가 다르게 나타남(이윤경 등, 2020)

ㅇ 노인요양시설에는 노인의 욕구 변화를 충족시키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이 등장하고 

있고 이러한 사례를 살펴보는 것은 향후 노인요양시설의 설립과 운영에 대한 사고의 

폭을 확장시키는 계기가 될 것임

ㅇ 노인요양시설의 혁신적 측면으로 누가 운영하는지, 시설의 공간은 어떠한지, 서비스

의 운영방식은 어떠한지를 중심으로 운영주체의 다양성, 거주시설의 공간적 혁신, 서

비스 운영 혁신 등 세 가지로 구분하여 해당 사례를 살펴보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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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운영주체의 다양성

ㅇ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는 주체는 공공, 영리민간, 비영리민간, 사회적경제조직, 개인 

등 다양한 형태의 참여가 가능함

ㅇ 운영주체가 누구인가에 따라 운영방식에 차이가 있어 다양한 사례를 통해 결합 가능

한 조합을 도출해 볼 필요가 있음

ㅇ 지자체 또는 중앙정부에서 직접 시설을 설립하고 직접 운영하는 관설관영방식, 지자

체에서 시설을 설립하고 운영은 민간에 위탁하는 관설민영방식, 협동조합방식으로 

조합원이 출자하여 시설을 설립하고 직접 운영하는 민설민영 방식, 지자체와 민간이 

역할을 분담하고 협력하여 설립하고 운영하는 민관협력사례 등 다양한 운영주체 간 

결합이 가능함

□ 관설관영�사례�_서울요양원(한국)

ㅇ 서울요양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직영하는 요양원임 

ㅇ 개원 당시부터 향후 한국 요양원의 서비스의 비용과 질의 기준을 설정하기 위한 ‘모델 

요양원’을 지향한 만큼, 향후 우리 사회가 어떤 형태의 공공요양원을 만들어 나가야 

할지 알기 위해 반드시 짚어봐야 할  사례로 주목됨

ㅇ 공공에서 직영하는 경우 가장 큰 장점은 ‘비용’임

ㅇ 재원의 구성은 민간과 별다른 차이가 없으나 서비스에 질적인 차이가 존재하는 것은 

수익창출에서 자유롭다는 조직의 특수성과 정부에서 지어준 건물에서 임대료 없이 

무상으로 운영되는 공공요양원의 특수성으로 실제 수익 대부분을 인건비와 시설운영

비로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임

– 정부 직영의 경우 장기요양급여와 입소자들의 본인부담금 등 수입 전액을 모두 

요양원 인건비와 투자비에 사용하는 반면 민간운영의 경우 초기 토지 비용과 이

자, 건물임대료 등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시설 운영과 인건비에 적

은 비용을 투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며 이는 서비스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

는 요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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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설민영사례�_무주�평화요양원(한국)

ㅇ 무주 평화요양원은 무주군에서 시설을 설립하고 사회복지법인이 위탁운영하고 있음

– 2018년 실시된 장기요양기관 평가에서 기관운영 96점, 환경 및 안전 97점 등 평가

항목 전반에 걸쳐 높은 점수를 받고 무주군에서 유일하게 A등급을 받은 요양시

설임

– 노인요양시설 부지를 지자체에서 마련하고 운영에 대해서는 민간에 위탁함으로

써 전문성을 발휘하도록 하였으며, 지자체와 민간의 역할을 명확히 하여 때로는 

규제자로, 파트너로서 상호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함

□ 민설민영사례_안산�꿈꾸는�집(한국)

ㅇ 사회적경제조직인 안산 꿈꾸는 집 요양원은 안산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이 설립‧운
영하고 있음 

– 타 조직은 의사중심으로 설립추진되었다면 안산은 조합원중심조직으로 출발하

였고 사업추진단 중심으로 설립자금 1억을 모금함

– 조합원들이 각자 부모의 돌봄에 대한 욕구를 기반으로 재가센터로 시작하여, 후

에 요양원으로 변경함

– 의료사회적협동조합이라는 조직의 특성상 지역주민(조합원)이 직접 참여해서 

민주적으로 운영된다는 것이 가장 의미가 크며 노인돌봄에 대한 지역주민과 조

합원의 욕구가 직접적으로 반영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음

□ 민설민영사례_바람의�마을(일본)

ㅇ 토지는 국유지로 기숙사 건물이었고, 당시 지역의 자치회(모임)가 쓰던 공간으로 노후 

건물의 재건축에 대한 지역주민의 요구에 맞춰 리모델링 한 사례 

ㅇ ①지역주민이 교류할 수 있는 곳, ②국유지 활용지침에 따른 복지시설을 만들어야 한

다는 규정, ③지역밀착형사업(소규모 다기능, 그룹홈)을 수행하고자 지바시에서 공모 

한 공고를 보고 생활클럽 ‘바람의 마을’이 응모하여 선정된 사례로 결국 지역주민이 

원해서 만들어지게 된 특징을 갖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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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4개의 사업소로 이루어진 복합시설로, 1층은 고령자 데이서비스, 2층은 고령자 그룹

홈, 3층은 소규모 다기능거택과 중증장애인 방과 후 이용시설로 구성됨

– 직원은 80여 명이며 데이서비스, 소규모 다기능거택, 그룹홈, 중증장애 방과후서

비스, 주방관리부로 나누어져 참여하고 있음

□ 민설민영사례_데이니파센터(일본)

ㅇ 데이니파센터(Day Nippa Center)는 일본의 복지생협 ‘클럽 후쿠시(club FUKUSHI)의 요

양시설 중 하나로 고령자의 자립과 원활한 네트워크를 돕는 데이케어 프로그램을 운

영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혼자서 생활하기 힘든 초고령자들을 위한 입주 요양시설 

운영까지 그 영역을 확장하게 됨

ㅇ 요코하마 시나 민간기업에서도 고령자의 복지를 위한 입주시설과 다양한 데이케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저렴한 국공립 시설은 서비스의 만족도가 낮고 일반 기

업의 훌륭한 시설은 이용료가 비싼데 비해 클럽 후쿠시의 입주 요양시설의 이용료는 

한 달에 약 2만 엔(약 2십만 원)으로 자식이나 지인의 도움 없이 고령자 본인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책정되어 있음

ㅇ 무엇보다 가장 큰 장점은 클럽 후쿠시에서 일하는 모든 스텝이 조합원이라 민간시설

을 능가하는 질 높은 서비스와 유대감을 동시에 제공하고 있다는 것임

– 이러한 이유로 데이니파센터에 입주해 있는 고령자들의 85% 이상이 평균 25년째 

이곳을 이용하고 있는 클럽 후쿠시의 원년 멤버 조합원들이라고 함

– 운영비는 조합원들의 연회비와 각종 서비스 사업에서 들어오는 수익으로 해결함

ㅇ 안산 꿈꾸는 집, 일본의 바람의 마을, 데이니파 센터의 사례에서 공통적인 부분은  조

합원의 욕구를 중심으로 협동조합 방식으로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며, 조합원

이 곧 지역주민으로서 다양한 재능과 자원을 동원하여 적극적 참여를 통해 요양시설

을 투명하게 이끌어간다는 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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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관협력개발�운영사례_용인시�사랑의�집(한국)

ㅇ 사랑의 집은 집 없는 홀몸 노인을 위한 사랑의 집짓기 사업 일환으로 용인시가 시유지

를 제공하고 대한건설업협회가 2007년 홀몸 노인용 공동주택을 건립, 완공 후 시가  기

부채납 받아 관리하는 사례로 현재 사회복지법인 지구촌사회복지재단에서 위탁 운영 

중임

– 지하1층 지상 4층 규모로 34세대가 거주할 수 있는 주거동과, 지하1층 지상2층 규

모의 체력단련실과 다목적실, 도서실 등을 갖춘 복지동이 함께 건립됨

– 입소대상자격은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중 5년 이상 시에 거주하고 

있는 거동이 가능한 무주택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있는 노인전용주거시설임

ㅇ 민관협력 개발 방식으로 시유지에 민간의 자원이 동원되고 합작하여 설립‧운영되는 

형태가 특징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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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거주 시설의 공간적 혁신

ㅇ 노인요양시설의 공간적 혁신은 크게 병원이나 시설에서 지역사회로, 집단에서 개인

이나 소규모 공동체로, 가능한 나만의 공간이 존중되는 집 같은 공간으로의 변화가 강

조되고 있음

– 시설 내부의 환경과 외부 환경도 대도시형, 외곽형 등을 통해 다양한 물리적 환경 

변화를 보이고 있음 

ㅇ 한 건물에 여러 가지 유형의 시설을 모두 갖춰 노인들의 건강상태나 취향에 맞게 서로 

서비스를 연계하여 활용되기도 함

– 거주시설의 공간적 혁신 측면으로 가정친화적인 환경 조성, 유닛케어형태 운영, 

의료 및 노인요양의 복합화 사례, 그룹형 소규모공동생활 등 공간측면의 혁신사

례들을 살펴 봄

□ 가정�친화형_평화요양원(한국),�해바라기요양원(한국)

ㅇ 평화요양원의 가장 큰 특징은 2006년 설립 당시부터 입소자 노인들의 ‘생활 공간’으로

서의 요양원 기능을 중시했다는 점임

– 건축단계에서부터 기능적인 건물보다 단독 주택 같은 아늑한 이미지를 중시하

여, 요양원으로서는 이례적으로 기와지붕을 얹고 벽돌벽을 사용함

– 건축물 외관에서부터 개별적인 집이 집합되어 ‘한 지붕 열 가족’처럼 보이도록 구

상함

ㅇ 내부 구조물 역시 요양원이지만 최대한 노인의 삶의 공간으로서 존중될 수 있도록 이

용자 중심의 관점이 적용되어 설계됨

– 건물 전체적으로 천장을 높게 만들고 앞뒤 모두 시선에 막힌 곳이 없도록 만들었

으며, 복도의 천장과 방의 모든 침대 쪽 벽면에 창을 설치하여 햇빛이 잘 들어오

고 이용자들이 답답함 없이 외부 전경을 볼 수 있도록 함

– 낮에는 공동생활을 하다 밤에는 각자의 방으로 들어가는 구조를 통해 나의 공간 

확보 및 존엄한 돌봄이 구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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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형구조 공간 구성 등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위해 유니버셜디자인을 적용한 것

이 특징임  

ㅇ 용인 해바라기 요양원 또한 소규모 농촌형 시설로 단독주택과 비슷한 형태로 집과 같

은 분위기를 조성함

□ 유닛케어형_서울요양원(한국),�청복�양로원(대만),�드레이거스(네덜란드)

ㅇ 개인별 맞춤 서비스 지원을 위한 공간과 케어의 융합을 추구하는 유닛케어(Unit Care)

는 노인의 개별 특성에 맞는 시설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함 

– 유닛은 생활단위를 의미하며 유닛케어의 기원은 스웨덴의 치매 고령자 그룹홈이

며, 이 그룹홈은 10-11인 단위의 노인 그룹홈을 말함

ㅇ  노인의 개인생활을 존중하기 위해서 물리적 생활단위를 소규모화 하고 공간과 케어

를 융합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음. 일본에서 개호보험의 서비스 유형으로 유닛케어를 

제도화 하고 있음. 특히, 의사소통이 어렵고, 주변 환경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치매노

인 케어에 매우 효과적임(장윤정, 2009)

ㅇ 본 고의 상당수 사례들이 유닛케어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이 중 서울요양원, 청복양로

원, 드레이거스 사례를 살펴봄

ㅇ 대부분의 기존의 요양원이 층별 혹은 구획별로 관리·운영되는 반면, 서울요양원은 ‘유

닛별’ 케어서비스가 이루어짐

– 유닛이란 편안하고 가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만든 서울요양원만의 10개 

마을을 뜻하는데, 신체 및 인지기능에 따라 기능회복형의 마을(3개), 관계친화형

의 마을(4개), 인지향상형의 마을(3개, 치매전담) 세 부문으로 나뉨

– 서울요양원은 마을(유닛) 특성별로 독립시스템이 구축되어 있고 각 마을에는 

11-17명의 어르신이 생활하고 있고 유닛별 담당 요양보호사는 6-7명이 배치됨

– 요양보호사 1명이 2-2.5명의 어르신을 돌보고 있는 셈이며, 이는 일반요양원에 비

해 18-19% 높은 인력 수준임

– 이와 같은 유닛케어시스템 덕에 서울요양원은 서비스의 질을 대폭 향상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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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만의 요양시설은 규모에 제한이 없는 우리나라와 달리 한 기관 당 정원 30명을 초과

할 수 없는데, 타이페이시의 청복양로원은 독특한 아이디어로 소규모 요양원이 가진 

한계를 극복함

– 대만은 국민건강보험제도는 있으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없어 장기간 병원 

신세를 질 경우 환자의 부담이 커짐. 따라서 병이 발발한 직후 집중적으로 치료해 

고비를 넘긴 뒤, 최대한 집으로 돌려보내 개인적으로 재활할 수 있도록 돕고 있음

(경우에 따라 의료진을 파견하는 식의 사후 서비스도 제공함. 최소 3주에서 최대 

12주까지 가정 복귀를 위한 급성기 후 재활치료(Post-Acute Care)를 범정부 차원에

서 적극 지원함.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급성기 치료를 받은 뒤 상태가 좋으면 

가정 복귀를, 좀 더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부설 요양원으로 이동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가정 복귀율이 80%를 넘어서고 있음(전성기매거진)

– 청복요양원 건물 안에는 여러 개의 노인 요양시설이 입주해 있어 마치 한 건물 

안에 치과, 소아과, 내과 등이 입주해 있듯 총 16개의 요양시설이 들어서 있어 상

호 연대를 통한 상생을 모색함

– 건물 중앙에는 16개 요양시설 입소자들의 진료를 책임지는 의원이 있는데, 투석

실과 중환자실을 따로 갖추는 등 고도화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1층 로비는 호텔을 연상시킬 정도로 넓고 쾌적하며, 공연 시설과 커피숍 등 각종 

편의시설이 있어, 가족 방문 시에 유익함

ㅇ 네덜란드의 드 레이거스 요양원은 중증 치매환자들을 수용하는 요양시설로서 각 6-7

명의 주민을 위한 4개의 그룹홈을 보유중이며 각자 개인공간이 배정됨

– 케어전문가가 상주하며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며 거주 노인 외 데이케어 치매환자

가 함께 활동을 함

□ 자연친화형_체이스메모리얼(미국),�드�레이거스(네덜란드)

ㅇ 네덜란드의 드레이거스나 미국의 체이스메모리얼의 사례는 에덴 얼터너티브 정신이 

적용된 모델로 시설에서 자연친화적인 환경에서 주민에게 자율성이 부여되고 유연한 

일상생활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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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빌 토마슨은 1994년 이 요양원에 적용한 프로그램 이름인 ‘에덴 얼터너티브(Eden 

Alternative)’를 비영리단체로 만들어 미국을 비롯한 15개국 요양원에 변화의 바람

을 불어넣고 있음

– 또 2005년에는 미국 로버트우든 존슨재단(Robert Woods Foundation)의 지원을 받

아 이 프로그램을 적용한 ‘그린하우스 모델’을 만들어 미국 내 요양원의 변화와 

혁신을 이끌고 있음(중앙일보, 2018)

– 입주자들이 애완동물과 교감을 하거나 식물 가꾸기를 통해 정서적 안정감을 느

낄 수 있도록 함

Ÿ 시설에서의 무료함, 외로움, 무력함을 요양원의 세 가지 역병으로 정의하고 

이를 없애기 위해 요양원에 동물, 식물, 어린아이 등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한 

사례임

Ÿ 집처럼 꾸며져 있고 농장 연계형 요양시설로 화단을 높게 해 허리를 숙이지 

않아도 됨

ㅇ 네덜란드는 정부 차원에서 농장형 데이케어센터를 활발히 지원함

– 이른바 ‘케어팜’으로 1997년 75개였던 것이 인구 1,700만 명의 나라에서 현재 1,100

여개나 되며 등원하듯 오가는 곳도 있고, 아예 거주하는 곳도 있음

– 노인들은 이곳에서 할 수 있는 만큼의 농사를 짓거나 가축을 돌보며 노인성 질환

을 겪고 있는 환자라기보다 일꾼으로 인식하며 자부심을 느끼게 됨

ㅇ 체이스메모리얼은 요양원 안에 탁아시설, 방과 후 교실을 운영하고, 지역주민의 가족

과 친구들이 요양원 정원에서 뛰어 놀도록 개방하고, 요양원에 반려동물이 들어오면

서 고령층의 입주자들이 복용하는 처방약이 지역 내 다른 요양원에 비해 절반으로 줄

어들고 약 구매비용도 30%, 사망률도 15% 감소하는 변화가 나타남

ㅇ 이러한 유형은 최대한 시설 외부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자연친화적인 환경을 강조

하는 것으로 소규모 가정형 돌봄주택형태의 모델로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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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휴공간활용형_우지시립오구라,�야시오시�고령자�만남의�집(일본)

ㅇ 일본의 공공시설복합화 사례로 교토부 우지시에 있는 오구라 초등학교의 여유교실 

등을 개수해 데이서비스센터, 지역포괄지원센터 등 고령자복지시설로 활용한 사례도 

있음 

– 학교 행사에 지역 노인들을 초대하고, 학생들이 데이케어센터에 방문하여 교류

하는 시간을 갖는 등 아동과 노인이 함께하는 세대융합형 사례로 주목할 필요가 

있음

ㅇ  유휴공간활용형으로 사이타마현 야시오시 고령자 만남의 집은 지자체가 지역의 빈

집이나 유휴공간을 임대하여 공간을 마련하면 개인봉사자가 운영을 하면서 서로 도

움 가치를 실현하는 사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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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비스 운영 혁신

ㅇ  지역사회에서 이용 가능한 노인건강 및 돌봄서비스는 종류가 제한적이고 불충분하

고 파편화 되어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으로 거주하기 위한 지원체계가 미흡한 상황임

– 중증돌봄이 필요한 장기요양 인정자의 경우 시설서비스에 준하는 고도의 충분하

고 다양한 서비스의 맞춤 제공방식(1일 다회 방문, 야간서비스, 간헐적 단기보호 

등)이 재가서비스에서도 필요함. 그러나 현행 공식돌봄으로는 충분치 않아 불가

피하게 요양시설이나 요양병원으로 입소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함

– 장기요양 재가수급자는 월 한도액 내에서 방문요양,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등 서

비스를 혼합하여 이용할 수 있으나 실제로는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위주로 편향

되어 이용하는 경우가 많고 이는 공급자 중심의 경직된 서비스 제공방식으로 근

본적인 변화가 필요함

ㅇ 서비스 운영 혁신 사례로 세대융합형, 치료통합형, 자원활용형 사례들을 살펴봄

□ 세대융합형_후마니타스(네덜란드)

ㅇ 후마니타스는 대학생과 기숙사 결합방식으로 대학생과 80세 이상 어르신들이 같이 

거주하는 형태를 취함

ㅇ 요양원이 대학생 기숙사 역할을 하는 곳인 후마니타스는 요양원 거주 노인들과 숙소

가 필요한 대학생을 연계함

– 학생들은 무료로 노인들과 같은 1인실에서 거주가 가능한 대신 한달에 최소 30시

간을 고령층을 위한 ‘좋은 이웃’ 활동을 함

– 요양원에 거주하는 대학생들은 노인들에게 식사, 미용, 세탁, 영상통화 방법, 회

화, 이메일 사용하기 등을 알려주는 대신 학생이 원할 때까지 후마니타스 기숙사

에 무료로 머물 수 있음

– 공실이 나면 입주민이 참여하여 서류심사와 면접을 통해 학생을 선발하는 등 의

사결정에 참여하는 구조를 갖춤

– 노인케어 인력을 대학생이나 자원봉사자를 활용하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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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우리나라 홈셰어링 정책 ‘한 지붕 세대 공감’의 운영형태와 유사하나 ‘한 지붕 세대공

감’은 고령자가 거주하고 있는 집의 방 하나와 공용공간을 청년에게 저렴하게 세를 주

도록 서울시가 연결, 지원, 사후관리하는 정책으로 고령층은 기존 집에서 거주하면서 

추가 소득을 얻을 수 있고, 청년은 보증금 없이 월 20-35만원 수준의 비교적 저렴한 월

세로 가정집에서 거주하며 경제적 효용 외에도 정서적 안정과 일상생활에서 상호 도

움 등을 기대하는 정책임

□ 소규모다기능형�통합치료_꿈의�호수촌,�무쿠,�히츠지쿠모(일본)

ㅇ 노인요양시설의 서비스 혁신의 방향은 통합성으로 볼 수 있음

ㅇ 일본의 소규모다기능형 거택개호사업소에 해당하는 꿈의 호수촌, 무쿠, 히츠지쿠모

의 경우가 이에 해당됨

ㅇ 일본의 가와사키시 히츠지쿠모의 경우 통소, 방문, 숙박 3개 서비스를 이용자의 욕구

에 기반하여 스스로 조합 가능하고, 상황에 따라 필요 시 수시로 변경도 가능하도록 

구성됨

– 히츠지모는 하나의 기관에서 다양한 방식의 서비스가 결합되는 형태임

ㅇ 꿈의 호수촌은 작업치료형 데이케어센터를 표방하며 일상 활동을 치료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작업치료 프로그램을 가동해 치매 병증 완화 또는 향상을 지향함

– 보통 데이케어센터는 돌봄만 하고, 치료는 요양병원에서 담당하지만 꿈의 호수

촌은 단순한 돌봄을 넘어선 치료형 돌봄센터로서 그러한 ‘영역’을 뛰어넘는 것을 

지향함 

– 집에서도 생활이 잘 되게 하기 위한 재활활동에 집중함 

– ‘배리어 프리(Barrier-Free·장애물 없음)’가 이곳엔 없음.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 이

용자의 대부분인데 시설은 오히려 장애물을 더 놓고 바닥엔 일부러 단차를 만들

었고, 복도나 각종 프로그램 교실에는 노인이 넘어지지 않도록 흔히 두는 보호대

가 없음

ㅇ 이용 노인들의 전적인 자율성에 기반하여 프로그램의 선택과 참여가 이루어짐

– 이곳은 노인이 할 수 없는 것에만 개입해 도와주고 병증의 정도에 따라 자립이 

가능한지, 의존적인지를 판단해 최소한의 도움만 준다는 원칙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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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터 방문하여 자신의 하루 스케줄을 스스로 계획하고 참여함

□ 기관연계형_�무주�평화요양원(한국)

ㅇ 무주 평화요양원은 배치 당시 복지관, 의료기관 등을 동일한 블록에 설치하여 다른 기

관 연계가 용이하도록 하였으며 이는 돌봄체계 간 적정 역할분담과 비용 효과성에 기

여함

– 요양원 옆으로 무주종합복지관과 무주보건의료원 건물이 한 블록에 모여 있어, 

평화요양원의 이용자들은 정기적인 검진이 필요하거나 아픈 곳이 있을 때 손쉽

게 무주보건의료원을 이용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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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내외 요양시설 세부 사례

1 서울요양원(한국)

특징

Ÿ 공공요양시설의�가장�대표적인�사례로,�유닛케어�시스템을�활용하고�있으며,�공공요

양시설의�장점과�돌봄노동자�처우개선을�통해�추가�부담�없이�높은�수준의�서비스를�

제공함�

Ÿ 【유닛케어】�입소자�특성을�고려한�마을�단위의�서비스�제공

Ÿ 【돌봄노동자�처우개선】�돌봄기구�및�시설�투자와�추가수당,�필라테스�수업�등을�통해�

돌봄노동자의�처우를�크게�개선함

Ÿ 【가족�같은�요양원】�개방형�주방,�텃밭과�정원,�보호자�공동숙소를�설치하여,�병원과�

같은�분위기보다는�가정집과�같은�분위기를�살림

내용

Ÿ 한국�요양원의�표준�설립을�위해�설립한�국민건강보험공단�직영�요양원

Ÿ 유닛케어�시스템을�도입하여,�3개�종류�10개의�마을로�구성하여�요양원을�운영함

Ÿ 마을은�기능회복형(3개,�신체�및�인지기능�기준),�관계친화형(4개),�인지향상형(3개,�

치매전담)으로�구성되어�있음

Ÿ 각�마을에는�11-17명의�노인과�노인을�담당하는�6-7명의�요양보호사가�있음

Ÿ 총�요양보호사는�67명으로,�법정기준보다�7명이�많음�

Ÿ 돌봄에�필요한�시설�및�기구투자(해피베드,�와상환자�통목욕기계�등)

Ÿ 돌봄노동자�처우개선(추가수당,�식사시간�보장,�필라테스�수업�등)

Ÿ 유닛케어�기반�맞춤형�케어서비스를�제공하며,�이를�위해�표준업무�매뉴얼을�체계화

함.�매뉴얼에는�4개�영역(생활지원,�여가정서,�기능유지�및�증진,�가족지지�및�특화)에

서�제공되는�프로그램에�대해서�각�과정에서의�세분화된�점검�포인트를�체계화함

Ÿ 치매전담실을�운영하고�있음

Ÿ 지하철과�SRT와�같은�대중교통�시설이�지근거리에�있어�접근성이�높음

Ÿ 공공�설립을�통한�초기�투자비�및�임대료�등의�부담이�적어,�입소자의�부담금과�장기요

양보험�수가를�모두�운영비(인건비,�시설운영비)로�사용함.�또한,�공공시설로�운영의�

목적이�수익이�아니라는�장점이�있음

Ÿ 가족�같은�요양원을�표방하여,�개방형�주방에서�음식을�조리하며,�텃밭과�정원,�보호자

를�위한�공동�숙소�등을�설치하였으며,�큰�창문을�통해�채광을�높이고,�주변에�많은�나

무를�조성하여�사계절의�변화를�느낄�수�있게�함�

홈페이지 https://www.xn--2i4bo5fgwadewe.kr/sgc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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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

출처

 https://www.hani.co.kr/arti/society/rights/896687.html�(대한민국�요양보고서�3

부�대안�①공동�서울요양원�가보니.�한겨레)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4531(문�열자마

자�대기자만�200여명...�청년의사)

 ‘지역�국공립요양원’�설립을�위한�연구프로젝트�최종보고서,�지역재생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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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평화요양원(한국 무주)

특징

Ÿ 공간을�건축함에�있어�최대한�노인의�입장에서�시설을�바라보고�공간을�조성함

Ÿ 일반적인�병원과�유사한�형태의�건물이�아닌,�노인들이�살아왔던�가정집과�같은�분위

기를�조성하기�위해�다양한�시도들을�함

Ÿ 【공간】�외부의�형태는�단독주택과�유사하게�지었으며,�내부�공간에서는�채광과�조망,�

개방성,�원형구조�등을�도입하여�노인들의�정서적�안정감과�이동�안정성을�확보함

Ÿ 【기관연계】�복지관,�의료기관�등과�동일한�블록에�설치하여,�다른�기관과의�연계성을�

높임

내용

Ÿ 사회복지법인이�위탁�운영하고�있음

Ÿ 2018년�장기요양기관�A등급�평가를�받음(무주군�유일)

Ÿ 2019년�현재�정원�100명�중�현원�95명�입소�중이며�요양보호사�등�종사자는�60명�입

소자들의�‘생활공간’에�대한�다양한�시도를�함.�일반�주택과�같은�분위기를�조성하기�위

해,�기와지붕과�벽돌벽을�지었음

Ÿ 공간�건축의�모티브는�‘한�지붕�열�가족’

Ÿ 집과�같은�공간�조성을�위해�층고를�높게�했으며,�공간의�개방성을�높였음

Ÿ 또한,�채광을�높이고�외부를�잘�볼�수�있도록�방의�한�쪽에�통창을�설치함

Ÿ 최대한�건물의�모서리를�없애고�원형구조로�공간을�구성하여,�노인의�이동성을�향상함

Ÿ 입소자들이�주로�사용할�수�있는�복지관,�보건의료원과�지근거리(같은�블록)에�위치하

여�다른�기관과의�연계성이�높음

Ÿ 공동생활이지만�각�자의�방을�통해�입소자들이�자신만의�공간을�확보하여�사생활을�유

지할�수�있음

홈페이지 https://www.mujups.co.kr/

사진

�

출처

 ‘지역�국공립요양원’�설립을�위한�연구프로젝트�최종보고서,�지역재생연구소

 자료:�https://nulsan.net/2349

 자료:�ebs1�건축탐구�집

 https://www.jjan.kr/news/articleView.html?idxno=207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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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바라기요양원(한국 용인) 

특징

Ÿ 소규모�농촌형�시설로,�한적하고�작은�규모로�집과�같은�분위기를�지닌�곳

Ÿ 【공간】�집과�같은�분위기의�단독주택형태이며,�커다란�정원을�제공

Ÿ 【한적함】�농촌의�조용한�외부�분위기와�시간적�여유를�통해�개개인이�여유로운�시간을�

보낼�수�있음�

내용

Ÿ 용인시�농촌에�위치한�단독주택과�비슷한�형태로�시골집과�같은�느낌을�주는�단독시설

Ÿ 1층�구조의�90평�건물과�190평의�텃발,�정원이�조성된�넓은�야외공간을�보유하고�있음

Ÿ 정원�외곽에�대문�잠금장치를�설치하여�노인들이�정원을�자유롭게�이용하면서�실종을�방

지하고�있음

Ÿ 9명�정원이며,�1인실(4개),�2인실(2개)로�구성되어�사생활을�보장하며,�1인당�법정�규

정�면적�20.5㎡를�넘는�32㎡를�제공함

Ÿ 다양한�프로그램을�제공하기보다는�입소�노인들이�자연스럽게�모여서�여가를�보냄

홈페이지 http://blog.daum.net/yonginsunflower

사진

� �

출처
 노인의�요양�욕구�다양화와�노인요양시설�특성화�전략개발(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0)

 기관�홈페이지�https://blog.daum.net/yonginsunfl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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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꿈꾸는 집 요양원(한국 안산) 

특징

Ÿ 의료사협이�설립·운영하는�곳으로�입소자의�다양한�욕구에�대응하고�있으며,�삶의�마무
리를�위한�프로그램을�제공함

Ÿ 【공간】�채광을�확보하며,�원목�재료의�사용�등을�통해�따스한�분위기를�연출함.�개방형�

사무실�설치로�공간의�개방성을�확보함

Ÿ 【임종】�삶의�마지막을�가족과�함께�할�수�있는�프로그램을�제공하고�있음

내용

Ÿ 안산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이�설립·운영하고�있음
Ÿ 돌봄사업소로�재가장기요양센터,�장애인활동지원센터,�꿈꾸는�집�요양원,�365�통합돌

봄센터,�새안산밥드림,�경기사회서비스교육원을�운영하고�있음

Ÿ 40명�정원이며,�건물의�한�층을�요양원으로�사용하고�있음

Ÿ 약�20년�전에�조합원들이�부모님�돌봄에�대한�욕구를�기반으로�재가센터로�시작하여,�

후에�요양원으로�변경함

Ÿ 돌봄종사자들의�충분한�휴식을�보장하며,�자유로운�연차�사용을�위해�대체인력을�활용

하고�있음

Ÿ 법정�인원은�16명이지만�팀장을�추가로�고용하고�있음

Ÿ 어르신들의�활동을�유도하기�위해�시설�내에서�사용할�수�있는�가상화폐를�지급하여�‘시

장놀이’�프로그램�참여�시��활용할�수�있도록�함�

Ÿ 어르신들의�욕구에�적극적으로�대응하기�위해�코로나�상황에�맞추어�보호자와�화상통

화를�진행하기도�함

Ÿ 최대한�많은�채광을�확보하고�있으며,�답답함을�없애기�위해�간호조무사실과�사무실을�

중앙에�개방형으로�설치하여�시야를�최대한�확보함

Ÿ 임종이�다가오는�어르신들을�위해�병실�1개를�확보하여,�삶의�마무리를�위해�보호자와�

함께하는�시간을�제공하고�있음�

홈페이지 www.asmedcoop.org

사진

�

출처  기관�방문�인터뷰�내용�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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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용인시 사랑의 집(한국 용인)

특징

Ÿ 거주�노인들이�지역사회�안에서�계속�살아갈�수�있도록�주택형태로�설계�

Ÿ 【주택시설】�주택시설로�주거지와�함께�살아가는�데�필요한�다양한�서비스를�제공하여,�

노인들이�입소�후에도�지역사회에서�살아갈�수�있게�함

Ÿ 【주민교류】�도서관,�북카페�등을�통해�지역주민과�교류함

Ÿ 【민간협동】�제3섹터�개발방식으로�시유지와�민간의�합작으로�설립되었으며,�시의�운영

비�보조와�자원봉사,�후원금�등으로�운영함

내용

Ÿ 사랑의집은�2006년�8월�용인시가�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와�집�없는�홀몸�노인을�위한�

‘사랑의�집짓기’�공동주택건립사업�협약을�체결하면서�시작됨

Ÿ 이�사업은�용인시가�시유지를�제공하고�건설단체가�홀몸�노인용�공동주택을�건립,�완공�

후�시가�기부채납�받아�관리하는�사업임

Ÿ 대상은�65세�이상�국민기초생활수급자,�무주택�독거노인,�혼자�거동이�가능한�노인

Ÿ 주거동(5층)과�복지동(3층)으로�구성되어�있으며,�복지동에는�건강관리실,�북카페,�도

서관,�다목적실�등이�들어가�있음

Ÿ 복지시설이�아닌�주택으로�운영되고�있으며,�거주하는�공간에서�식사서비스를�비롯해�

다양한�서비스를�이용할�수�있음

Ÿ 제공하는�프로그램에는�입소자�관리,�사회교육사업,�건강관리�및�개인보건사업,�주거환

경개선사업,�자원봉사,�특별행사�등이�있음

홈페이지 https://cafe.daum.net/yilovehouse

사진

� �

출처  노인주거,�노인요양시설�제도�및�사례조사�연구(2014,�경기복지재단)



Ⅲ.�노인요양시설�혁신�사례��91

6 실버하우징 남평주택(일본)

특징

Ÿ 고령화가�급속히�진행되는�가운데�고령의�독신자나�부부만의�세대가�증가하고�있어�개

호,�의료와�제휴하여�고령자�지원�서비스�제공�주택을�확보하는�것이�매우�중요

Ÿ 고령자�서비스�주택은�국토교통성·후생노동성의�공동관리제도로�창설한�사례로�우리나

라에�부족한�노인주거모델�개발�시�참고가�될�수�있음

Ÿ 【지원체제�갖춤】�고령자의�자립적인�생활을�유지하기�위한�지켜보기�서비스(LSA)

Ÿ 【안전한�실내구조】�배리어프리를�갖춘�실내�구조와�안심폰,�비상시�방문체계

Ÿ 【연결·연계】�단란실을�통한�입주자�모임,�고령자의�이상�상태�발생�시�지역포괄지원센터
로�연결하는�연결체계

내용

Ÿ 가와사키시가�건설�또는�소유자로부터�빌리고,�가와사키시�주택공급�공사가�입주자�모

집�및�관리를�담당함

Ÿ 가와사키시는�시립�실버하우징�32개소에�입주자�약�1,193명을�모집할�수�있으며,�전부�

생활지원인(LSA,�life�Support�advisor)나�생활상담원등을�파견하고�있음

Ÿ 운영주체는�사회복지법인�등에�위탁(가와사기시�위탁사업총괄→中川徳⽣会)

Ÿ 고령자가�안심하고�자립적�생활을�보낼�수�있도록�단차�해소,�난간�설치�등�배리어프리

를�갖춘�고령자용�시영주택

Ÿ 생활지원인(LSA)�또는�생활상담원�등을�파견한�지원체제로서�입주자의�생활지원과�상

담을�받고�있음

Ÿ LSA의�기본적인�컨셉은�본인의�생활을�지켜보는�것이�역할이므로(주시서비스),�무엇이

든�도와주기보다�본인의�자립을�해치지�않도록�균형을�잡고�있음.�LSA가�없는�시간�또

는�공휴일에는�경비회사가�24시간�대응

Ÿ 입주�시�조건으로�자립적인�생활을�할�수�있도록�되어�있지만�입주�후�나이가�들면서�자

립기능이�떨어져�원조가�필요한�경우나,�치매�발병�시�일상적으로�지켜보는�가운데�미

묘한�변화가�보이는�경우�지역포괄지원센터�등�필요한�기관에�연결하도록�하고�있음

Ÿ 입주자의�만남을�증진시키기�위한�단란실이�설치되어�있으며,�단란실을�이용하여�체조�

및�레크리에이션을�진행�

☞�입주자에게�커뮤니티는�중요하지만�,�강하게�권유하기보다는�말을�걸어�부담없이�

����올�수�있는�환경을�만들고�있음

Ÿ 기본적으로�1년에�4차례�입주자를�모집하지만�여러�세대가�같은�시기에�입주하기�때문

에�입주�후�고립되는�경우는�미비함�

Ÿ 남평주택은�버스�1대로�주요�역으로�나갈�수�있어�언제든�외출이�가능함

※�LSA는�케어�전문가로�사회복지법인·의료법인·지정�거택서비스사업소�등의�직원‧의
사‧간호사·개호복지사·사회복지사‧개호지원전문전‧돌봄직원�초임자·연구과정�수료자�
등임



92��관악구�공공요양시설�건립을�위한�기초연구

Ÿ 이�사례는�고령자주거법에�의한�‘고령자�서비스�주택’으로�우리나라에는�없는�형태임�

Ÿ 고령자�서비스�주택은�2011년에�창설된�등록�제도임.�고령자�거택�생활지원�서비스

가�적절히�제공되도록�주택정책과�복지정책을�연계함�

Ÿ 독거�고령자‧부부가구가�거주할�수�있는�임대�등의�주거임
Ÿ 고령자에게�적합한�하드웨어(규모·설비)와�주시�서비스,�그리고�계약에�관한�기준을�

충족(단,�식사제공,�청소,�세탁등의�가사지원�등의�서비스는�제공하지�않음)

Ÿ 의료·간호�서비스가�적절히�제공되도록�사업자에�대해�임대�계약과�의료·간호�서비

스�계약의�구분,�계약�내용등과�관련되는�정확한�정보의�게시,�서면에�의한�설명�등

을�요구하고�있음(주택�외부에서�개호서비스를�신청할�수�있음)

Ÿ 입거자의�연령은�80대가�가장�많고(50%이상),�평균연령은�82.1세로�나타남

Ÿ 입거�고령자의�개호도�등은�‘자립’을�포함해�폭넓지만,�‘요지원’,�‘요개호1.2’의�입거자

가�많고,�전체적으로�평균�개호도는�1.76으로�나타남

Ÿ 본인의�신청과�계약에�의해�이루어짐.�경제적�수준에�따라�다양한�가격대�선택가능

Ÿ 2014년�집계�전국적(도도부현)으로�148,632호가�입거�중

홈페이지 https://www.city.kawasaki.jp/350/page/0000022793.html

사진

� �

출처  R1seisakukadai.pdf�(city.kawasaki.jp)�가와사키시�정책과제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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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소규모다기능형 거택개호 히츠지쿠모(일본)

특징

Ÿ 일본의�커뮤니티케어인�지역포괄케어의�구현�방법�중�하나로�소규모다기능주택�모델을�

들�수�있음

Ÿ 자택에서�노후와�생의�마지막을�보낼�수�있도록�시설생활이�아닌�‘다니기’를�중심으로,�

단기간�‘숙박’과�‘방문’�서비스를�조합하여�제공함

Ÿ 사람을�지역의�가장�큰�자원�중�하나라고�보고,�이러한�인재의�발굴을�위해�다양한�주민�

참여의�장을�만들고�관련�정보를�꾸준히�제공함

Ÿ 거택�개호를�통한�직접�돌봄�외에도�지역사회�주민과�함께하는�마을�만들기를�통해�자

택에서�안심하고�생활할�수�있는�환경을�조성함

내용

Ÿ 히츠지쿠모(양떼구름)는�특정비영리활동법인� ‘락’이�운영하는�소규모다기능형�거택개

호사업소임

Ÿ 인격�존중,�생활의�계속성,�사회�참여,�자주성�향상을�기본이념으로�함

【본인의�자주성을�존중한�자립지원】

Ÿ 본인이�할�수�없는�것을�대신�해주는�것이�아니라,�본인의�의사를�존중해�최대한�자신이�

일상생활을�계속할�수�있게�지원함

Ÿ 시간이�걸리더라도�휠체어에서�내려�스스로�걷고,�기저귀를�사용하기보다는�화장실에

서�자력으로�배설을�할�수�있도록�지원함

Ÿ 목욕이�필요한�분�모두가�1대�1�입욕이�가능하도록�일반욕조에�가까운�욕실에서�직원과�

천천히�커뮤니케이션�하며�목욕을�함

Ÿ 지역사회의�일원으로서�식사�만들기를�돕거나�지역을�청소하는�등�가능한�수준에서�지

역�공헌자로서�활동할�수�있도록�함

Ÿ 하고�싶은�일을�자신의�힘으로�실현해,�정든�지역에서�좋아하는�일이나�일상생활을�계

속해�가는�것을�목표로�함

【사람이�연결되는�장으로서의�마을�카페】

Ÿ 주변의�공장을�개보수하여�이용자�외에도�지역주민들이�참여할�수�있는�히츠지�카페를�

만들어�정기적으로�이벤트의�장을�개최함

Ÿ 이벤트에서는�일본무용과�훌라댄스,�종이연극�등�지역주민과�이용자와�가족이�각각�좋

아하는�것이나�잘할�수�있는�것을�살려�강사가�되기도�하고�봉사자로서�협력함.�이를�통

해�가족이나�주민이�지역의�중요한�돌봄�인재로�활동할�수�있도록�함

Ÿ 창고를�이용하여�카페를�만들고�이벤트를�열어�함께하는�장을�만드는�것은�민관의�협력

과�지역포괄케어라는�정책적�의지,�지역주민의�참여가�있어야�가능하다는�면에서�시사

하는�바가�큼

Ÿ 지역사람들과�얼굴을�아는�관계로�만들어�평소에도�신경을�써주거나,�무슨�일이�있을�

때는�말을�걸어주는�사이가�되도록�함.�이러한�지역에서의�관계가�안심하고�자택에서의�

생활을�계속할�수�있는�지역�만들기로�이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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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돌봄�종사자의�부담�경감】

Ÿ 돌봄�종사자�부족은�돌봄�현장의�커다란�과제�중�하나임.�가와사키시는�부족한�돌봄�인

력의�확보와�양성을�위해�‘인재유치’,�‘취업지원’,�‘정착지원’,�‘커리어지원’�등�4가지�대처

를�중심으로�다양한�사업을�실시하고�있음

Ÿ 기기를�사용하기보다는�되도록�사람의�손으로�간호하는�것이�좋다는�의견이�있는�한편,�

돌봄�종사자의�신체적�부담을�줄이는�것도�중요하다는�견해도�대두됨.�히츠지쿠모는�최

근�덴마크�시찰�이후�복지기기를�보다�적극적으로�활용하면서�돌봄�종사자의�신체적�부

담�경감을�도모함.�이에�따라�신체적�돌봄�외에�정서지원�등�다른�부분의�케어를�충실하

게�할�수�있게�됨

홈페이지 https://hitsujikumo.com/

사진

출처  R1seisakukadai.pdf�(city.kawasaki.jp)�가와사키시�정책과제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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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학교시설을 활용한 고령자복지시설(일본) 

특징

Ÿ 저출산�고령화로�아동인구가�줄어들고�초‧중등학교에�여유교실이�증가하여�공공시설�
등과�복합화�하는�현상이�계속�증가하고�있음�

Ÿ 고령자복지시설�등은�싸고�저렴하게�남은�학교시설을�개조�활용하며�아동과�노인이�함

께하는�세대융합�시설로서�긍정적�장점이�많음�

내용

【공공시설의�복합화】��

Ÿ 기존�학교시설을�리모델링하여�여유�교실을�노인복지시설로�전용�

Ÿ 새로운�용지를�구입하고,�동일한�시설을�정비하는�경우와�비교하여�5억�엔�이상�

경비를�절감

Ÿ 동선이나�시설�구분을�분리하여�아동·이용자의�안전성�확보

Ÿ 노인과�아동의�행사�참여로�세대통합의�기회

【배경‧과제】
Ÿ 아동인구가�감소하는�한편�고령화가�진전됨

 아동인구:�3.3만�명(1990년)�→�2.6만�명(2014년)

 고령화율�:�20.7%�(2009년)�→�25.6%�(2014년)

Ÿ 아동의�감소에�따른�여유�교실의�증가(오구라�초등학교�내에�12교실�이상)로�학교시설

복합화�추진�

Ÿ 초등학교(5,840㎥)와�고령자복지시설(1,024㎥)설치

Ÿ 초등학교�여유교실�등을�개보수해�데이서비스센터,�지역포괄지원센터�등을�정비

Ÿ 운동회�등�학교�행사에�노인을�초대,�장기�클럽의�아동이�센터에�가서�대국하는�등

상호교류의�장�마련하여�노인의�센터�방문�활성화�도모

Ÿ 전기·수도�등은�시설마다�계통을�나누어,�미터를�별도로�하고�있음

Ÿ 학교와�고령자�복지시설에�관한�소방법�등�적용의�차이가�있어�데이서비스센터의�규정

에�맞추어�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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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시설의�개수내용】

Ÿ 고령자복지시설로�전용함에�있어�배리어프리�관점에서�출입구�단차해소,�다목적�화장

실,�엘리베이터,�자동도어,�난간�등�설치

홈페이지 없음

사진

��

출처

 분야간�연계의�선행적�대처�사례집(국토교통성,2014)

https://www.mlit.go.jp/common/001204118.pdf

 학교시설과�다른�공공시설�등과의�복합화에�관한�각종�조사결과

https://www.mext.go.jp/b_menu/shingi/chousa/shisetu/013/shiryo/__icsFiles/

afieldfile/2015/01/13/1354055_5_1_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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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야시오시 고령자 만남의 집(일본) 

특징

Ÿ 광역�차원(사이타마현)에서�접근성�좋고�저렴하게�운영할�수�있는�공간을�조성하여�

개인봉사자에게�운영하게�한�사례

Ÿ 지자체와�주민이�직접�매칭이�되어�복지욕구를�해결한�사례로서�지역사회�돌봄의

�‘서로�도움’의�가치를�실현할�수�있는�장�마련�

Ÿ 고령자의�자조�활동�지원

 개인봉사자(사업자)와��소유자의�임대차�계약구조로�진행

 공간은�사업자가�발견해�옴(돌봄�사업자와�빈집�소유자를�매칭하는�구조는�없음)

���※�개호보험사업에�해당하는�시설은�수익을�내기�위해�사회복지법인이나�주식회사�등의�

�������사업자가�운영

내용 【개요】

Ÿ 노인�교류의�장

 고령자의�사회적�고립�방지,�심신의�건강유지와�개호예방

 빈집�등을�활용하여�건강�만들기와�삶의�보람�만들기�등의�취미활동

Ÿ 2019년�8월에�4번째�만남의�집�오픈

Ÿ 운영자가�스스로�빈집�등을�찾아�소유자와�조정하고,�시(市)가�개설준비비�등을�조성

【조성제도】

Ÿ 개설준비조성금:�상한�30만�엔

Ÿ 운영비,�관리비등�조성금�:�실시일수�및�이용인원수�따라�

����예)�4일/월,�이용:10인�이상→�월액:�2,200엔

���※지원기준:�월�4일�이상�실시,1일당�2시간�이상(고령자2인�이상�이용)�실시

Ÿ 임차료�상한액�:�월�3만�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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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카페운영내용】

파르코카페 탄포포카페 시오도메 다실

【운영】�매주�목요일

오후�1:30-3:30

【장소】�緑町�2�丁⽬�
25�番地�19

【비용】�1회100엔

【운영】�매주�화요일�

오후1시,�목요일�

오전10시-오후3시

(휴일제외)

【장소】�⼋條�2835�

番地�15

【비용】�1회100엔

【운영】�매주�월․수
오후�1시-4시

(휴일제외)

【장소】�伊勢野�257

(公社)⼋潮市シル

バー⼈材センター内
【비용】�1회100엔

【운영】�매주�수․금
오전�10시-12시

(휴일제외)

【장소】中央１丁⽬

5番地�13

【비용】�1회100엔

운영자:�자원봉사

※운영자-소유자

���임대차계약

 좋은점:�언제든지�

사용가능

 과제:�찾기어려움

운영비,�개보수비�

염출

운영자�:�자원봉사

※운영자-소유자

���임대차계약

 좋은점�:�가깝고�

부담없이�모임

 과제:�운영비의�

변통,�광열비의�

부담

홈페이지 없음

사진

출처

 https://www.city.yashio.lg.jp/kenko/kaigohoken/kaigohoken_simin/koureisyah

ureainoie.files/tizu2.pdf

 https://www.pref.saitama.lg.jp/documents/190343/01-4ken-akiya-katuyou14.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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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세타가야구 사회복지사업단(일본)

특징

Ÿ 지자체�100%�출자�체제로,�국가정책방향에�맞추어�사업을�구성할�수�있으며,�지자체�

직영법인일�경우�공공서비스�주체로서�목적에�정합한�서비스�창출과�제공에�유리.�주민

의�참여와�신뢰를�바탕으로�안정되게�정책추진

Ÿ 시설과�재택�서비스�및�다직종�간�연계

Ÿ 의료의존도가�높은�고령자와�치매�고령자를�비롯�재택�생활�계속지원

Ÿ 사업운영�등�노하우�지역으로�환원,�구민과의�제휴�등�지역공생사회만들기�공헌

내용

【사회복지법인개요】

Ÿ 기본재산:�500만�엔(세타가야구�100%출자)

Ÿ 사업소:�30사업소(분실포함)

Ÿ 구성인원:�이사12인,�감사�2인,�평의원�174인

【설립경위】

Ÿ 1991년�‘세타가야�구립�특별�양호�노인홈�기본구상�검토위원회’에서�

특별�양호�노인홈��운영주체로서�사회복지사업단�설립�실시�계획에�의해�구체화

Ÿ 1994년�9월30일�설립

【경영방침】

Ÿ 신뢰성,�공공성,�발전성,�창조성,�효율성

【세타가야�파트너】

Ÿ 2018년�1월�15일�창간.�년�4회�홀수�달�발간

Ÿ 이용자와�직원이�표지�모델

Ÿ 개호와�관련�내용을�흥미롭게�구성하고�있는�점이�특징

(시각장애인용�음성정보인식�코드를�각�페이지에�삽입하여�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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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2019년�사업계획】

Ÿ 특별요양�노인홈�사업�<芦花홈․上北홈․寿満홈>�(3개소)

Ÿ 방문간호사업�<방문간호스테이션>(5개소)

Ÿ 모자생활지원시설�사업��<파르메존�카미키타자와>��(1개소)

Ÿ 지역포괄지원센터�사업�<안심건강센터>�(6개소)

Ÿ 방문개호사업�<홈�핼퍼�파견>(2개소)

Ÿ 거택개호지원사업�<개호보험서비스>(4개소)

Ÿ 통소개호사업�<데이․홈>(6개소+분소1)
Ÿ 세타가야구�복지인재육성․연수센터사업

홈페이지 https://www.setagayaj.or.jp/service/nursinghome/roka

사진

아시바나(芦花)�홈�
1995년�세타가야�구가�

설립한�특별�양호�노인홈

가미키타자와(上北沢)�홈
1999년�세타가야구가�

설립한�특별�양호�노인홈

쥬만(寿満)홈
지역밀착형�

특별양호노인홈(2019.�4)

(가미키타자와의�분실)

【특징】

 종말기�개호(간병)�대처

 구강�관리의�충실화

 식사,�레크리에이션,�

클럽�활동의�충실화

【특징】

 치매환자�개별케어�충실

 간병�케어(하트�플랜)�

확립과�대처�강화

 지역과�연계

【특징】

 유닛형�개인실�케어�

 9-10명의�소규모�

거주공간(유닛)에서�

개개인의�생활리듬을�

존중하여�케어

 가정적인�분위기�속에서�

친숙한�인간관계를�

만들�수�있음

출처  기관�홈페이지�https://www.setagayaj.or.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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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고령자 그룹홈 요코하마유유(일본)

특징

Ÿ 의료법인의�장점을�살려�간호케어에�적극적으로�대응하고�있는�그룹홈

Ÿ 인지증�환자�돌봄�담당자가�지역의�팔로업�강사를�맡는�등�수련의나�지역의�전문직을�

대상으로�하는�치매�연수에�힘쓰는�가교�역할을�함

Ÿ 전문성을�살려�지역에�공헌하고�지역으로부터�도움을�받는�사례로�지역케어를�실현하

는�공공요양의�의미를�포함한�사례��

Ÿ 인지증�환자가�지역에서�오랫동안�함께�살�수�있도록�지역의�인식�개선,�치매환자와�가

족을�지지하는�지역사회의�자원을�만들어�감�

내용

【기관개요】

Ÿ 의료법인�활인회(2006년10월�설립)

Ÿ 2003년�‘개호노인�보건시설�츠즈키�하트풀�스테이션’�개설,�‘지정�거택�개호지원�사업

소�가교’,�‘고령자�그룹홈�요코하마�발랄․요코하마�유유’,�‘햇님병아�보육실’,�‘미즈노�클
리닉�방문�재활’�등�유아부터�고령자까지�다양한�사업을�이룸

【이용요건】

Ÿ 요개호�인정자�중�요지원�2,�요개호1�이상�인정

Ÿ 인지증�진단을�받은�분

Ÿ 소규모�공동생활이�가능한�분

【이용정원】

Ÿ 2유닛�(1유닛�정원�9명)

Ÿ 개호보험�비용�적용�

���※원칙10%�부담,�65세�이상,�일정이상�소득이�있는�경우�20~30%부담

������집세,�식재비,�광열수도비,�관리비�등�별도�부담

【시설이념】

Ÿ 인간성의�존중,�개별성의�존중,�고령자의�자립과�그�가능성의�신뢰

Ÿ 자기결정�존중을�항상�새겨��‘그�사람의�생활방식’을�소중히�함

【운영방침】

Ÿ 치매환자가�안심하고�살�수�있는�마을을�조성하기�위해�지자체,�관련�복지․의료기관�자
원봉사자�등�지역의�다양한�사회자원과�연계하여�포괄적이고�전문적인�간병을�통해�치

매�환자�및�간병인,�지역주민을�지원할�수�있도록�치매�간병의�정보�전달�역할�담당

홈페이지 https://www.katsujinkai.org/

출처  기관�홈페이지�https://www.katsujinkai.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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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간호소규모다기능형 거택개호사업소 무쿠(일본)

특징

Ÿ ‘간호�소규모다기능거택개호�사업소’는�우리나라에는�존재하지�않는�거택개호에�해당함�

(개호,�간호(간호전문인력배치)에�따라�두�종류가�있음�)

Ÿ 무쿠(MUKU,�無垢)의�운영�방식은�지역포괄케어�시스템에서�목표로�하는�공적�서비

스와�비공식적�활동이�함께�하는�장으로서�이용자와�제공자,�그들의�아기들과�가족과�

이웃이�‘자기답게’�살아가는�방법을�녹여�놓은�돌봄�실천현장으로서�소개함

내용

Ÿ 통소,�숙박,�방문서비스를�시행하는�간호�소규모다기능�거택(복합서비스)으로서�지역

밀착형�개호�서비스를�제공하는�시설임

Ÿ 고령자와�어린�아이들이�함께하며�이웃�가족들이�참여,�자신의�삶을�존중하고�타인을�

이해�할�수�있는�모두에게�기능하는�장을�만듦

Ÿ 작업치료사로서�20년의�경력을�가진�대표는�‘그�사람의�인생을�좋게�하기�위한�활동이

나,�수단,�관계가�모두�작업요법이기도�하다’는�생각을�무쿠에서�펼치고�있음

Ÿ “작업요법은�돌봄과�마찬가지로� ‘자립지원’”이라�생각하는�이념은�소규모다기능주택�

운영에서도�나타나고�있음

【시설목표】�인생을�자기�색으로,�‘자기답게�사는’�모두의�큰�집

Ÿ 시설답지�않은�큰�집을�만들어�무엇이�하고�싶은�것인지,�무엇을�위한�것인지를�명확하

게�해�놓으면�일하는�사람과�자신도�흔들리지�않고�행동할�수�있음

Ÿ �고령자와�아기가�같은�공간에서�생활

Ÿ �아기�자원봉사자를�고령자와�함께�생활하게�함

Ÿ �아이를�개호가�필요한�고령자와�같은�공간에서�지낼수�있도록�하여�개호시설�직원이�

자신의�아이를�자원봉사자로�데리고�와�무쿠에서�생활,�자신도�열심히�일함

【아기자원봉사자】

Ÿ 미�짱(4세)은�약�3년간�시설�오픈�시부터�39세인�엄마를�따라�보육원�대신�무쿠에서�

생활함.

Ÿ 0-3세�유야의�부모를�대상으로,�유상봉사자도�모집함.�주1,�2회�아기를�데리고�와�이

용자와�식사도�하고�지켜보기도�함�

Ÿ 아기의�참여로�분위기에�활력이�생기고,�신체적으로�부자유한�노인에�대해�아이가��배

우기도�하며�성장할�수�있는�환경이�조성됨으로써�아기엄마가�직장과�육아를�함께�할�

수�있는�분위기를�조성함

홈페이지 http://muku-llc.com/

출처  기관�홈페이지�http://muku-ll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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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데이니파센터(일본)

특징

Ÿ 지역네트워크�기반의�노인복지�서비스�제공

Ÿ 서비스를�제공하는�입장에서�머지않아�이용자가�된다는�걸�아는�조합원들의�열렬한�지

원�및�투자

Ÿ 고령자들의�적응을�돕기�위해�센터의�물리적�환경을�원래�살고�있던�주거지와�최대한�

비슷하게�조성하는�데�공을�들임

Ÿ 데이니파센터에�입주해�있는�고령자들의�85%�이상이�평균�25년째�이곳을�이용하고�

있는�원년�멤버�조합원

Ÿ 클럽�후쿠시에서�일하는�모든�스텝이�조합원이라�민간시설을�능가하는�질�높은�서비스

와�유대감을�제공

Ÿ 2층에�위치한�데이케어센터에서�일과를�마친�할아버지나�할머니가�5시에�1층에�있는�

어린이집에서�손주를�집으로�데려다�줄�수�있음

내용

Ÿ 복지�생협�‘클럽�후쿠시(Club�FUKUSHI)’의�요양시설�중�하나로�견고한�조합원�체제,�양

질의�노인복지�서비스를�제공하는�생활협동조합

Ÿ 1989년�요코하마�시�코호쿠�구에�일본�최초�복지�전문�생협�‘클럽�후쿠시’�출범

Ÿ 고령자를�위해�식자재를�공동구입․배달해주는�택배�서비스,�청소나�음식�배달�등의�가
사노동�서비스,�거동이�힘든�분을�위한�차량�이동서비스�등�재가복지�지원�사업을�제공

Ÿ 고령자의�자립과�원활한�네트워크를�돕는�데이케어(오전�9시-오후5시)�프로그램�운영

Ÿ 현재�요코하마시와�가와사키시에�걸쳐�16,800명의�조합원과�4개�지부,�9개의�데이센

터를�운영�중

Ÿ 클럽�후쿠시의�입주�요양시설의�이용료는�한�달�약�2만�엔으로�합리적인�가격

Ÿ 최근�어린이집�운영�및�아픈�아이들을�위한�1:1�방문�서비스�등�육아�서비스에도�적극

적인�투자가�진행�중

Ÿ 많은�사람들의�상부상조를�통한�‘커뮤니티�옵티멈�복지’�실현을�목표로�지역사회에�도

움이�되는�비영리․협동�시민사업을�만들고자�함
※�커뮤니티�옵티멈�복지�=�우리가�그�지역에�계속�살아가기�위한�최적의�복지

홈페이지 福祉クラブ⽣活協同組合�(fukushi-club.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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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세계는�지금]�일본�생협�요양시설�Day�Nippa�Center에�반하다�|�희망제작소�

(makehop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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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레드랜드헬스케어센터(미국)

특징

Ÿ 고품질의�의료서비스를�제공하면서�활동적이고�진취적인�다양한�활동도�같이�진행하는�

요양시설

Ÿ 옴부즈맨이�존재.�옴부즈맨은�주민들을�위한�옹호자로서�시설의�활동을�모니터링하기�

위해�정기적으로�시설에�방문하지만�시설에�의해�고용되지�않은�제3자로�건의사항이나�

개선점을�제기

내용

Ÿ 미국�캘리포니아�레드랜즈주에�위치한�최고�간호시설로�24시간�정성스럽고�숙련된�진

료를�제공

Ÿ 보다�가족�같고�집�같은�느낌을�주기�위해�최근�숙박시설을�개조했고�직원�교육도�철저

Ÿ 총�침대�78개로�모두�미국�정부의�메디케어�및�메디케이드�인증을�받음

Ÿ 미국�요양원의�건강검진,�인력�및�품질�측정�기준인�메디케어�rating에서�4등급을�받

음(총�1-5등급이�있으며�4등급은�‘평균�이상’을�의미)

Ÿ 크게�4가지�서비스�제공(간호서비스,�재활서비스,�활동프로그램,�사회복지서비스)

Ÿ 고도로�숙련된�간호사가�최고의�품질의�치료를�제공,�치매�치료,�영양�및�수분�공급�프

로그램,�약물�관리�및�교육,�당뇨병�관리�등�다양한�서비스가�있음

Ÿ 재활�서비스로�물리치료와�직업치료,�음성치료를�제공

Ÿ 거주자의�긍정적이고�고양되는�분위기�창출을�위해�뮤지컬�공연,�노래�연습,�견학/소풍�

등�다양한�활동을�실시

Ÿ 월간�달력에�거주자의�생일,�아이스크림�사교모임,�촛불�저녁�식사�등�다양하고�특별한�

행사를�게시하고�실행

홈페이지 https://redlandshealthcarecenter.com/

사진

출처  기관�홈페이지�https://redlandshealthcarecent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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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뉴비스타케어홈(캐나다)

특징

Ÿ 저렴한�가격에�좋은�맞춤형�서비스�제공

Ÿ 입소자의�의사결정�참여구조,�자율성�존중

Ÿ 자원봉사자와�거주민과의�1대1�매칭을�통해�정원에서의�다양한�활동,�컴퓨터�기술�교

육�등�어르신들이�외로움을�느끼지�않게�도움

내용

Ÿ 주민�중심�환경�조성,�이용자들의�복지,�요양사와의�정서적�교감,�관계가�개개인의�삶의�

질을�높이는�가장�중요한�가치라는�이념�하에�서비스�제공

Ÿ 트라우마,�콤플렉스�등�정서적․정신적�질병이�심각해서�자택에서�치료가�불가능�한�경
우,�또는�80세�이상의�노인이나�돌봄이�필요한�장애가�있는�경우�입주�가능

Ÿ 개인에�대한�존중,�의사결정의�자유,�삶의�질�개선�및�가족이나�요양사에�대한�유대관계

를�중요하게�생각

Ÿ 안전한�집과�따뜻한�보살핌이�필요한�환자에게�24시간�전문�간호사가�보살핌을�제공

Ÿ 식사�제공,�약물�감독�및�약�처방,�목욕이나�면도와�같은�일상적�활동을�도와줌

Ÿ 사회적인�활동�프로그램이�있음

Ÿ 캐나다에�거주하는�한국인을�위해�40개의�침대가�제공,�또한�문화적으로�예민한�한국�

사람들이�부담�없이�시설을�이용할�수�있도록�별도의�층(2층)을�제공

Ÿ 한국�어르신들을�위해�별도의�식사�메뉴와�처방을�제공

Ÿ new�vista�care�home에�입주하기�위해서는�이전에�지원받던�Fraser�Health의�home�

care�manager로부터�진단을�받아야�함.�이�진단�결과에�따라�홈�케어의�필요�우선순

위가�정해지고�입주�자격을�받을�수�있음

Ÿ 매주�현장�근무하며�의료진과�긴밀히�협력하는�의료�책임자가�있음

Ÿ 기존에�본인을�맡던�담당의사가�의료�관행�표준을�준수할�경우�계속�진료를�맡을�수�있

고�만약�담당의사가�없거나�지속�불가능할�경우�케어�홈에서�다른�의사를�배정해서�진

료를�제공

Ÿ 24시간�대기하는�전문�간호사�외에도�모든�거주민을�관리해주고�거동을�도와줄�1차�간

호사가�따로�존재

Ÿ 입주�후�약�6주�후에�그동안에�서비스와�앞으로의�계획에�대해�이야기�할�컨퍼런스가�

열림

Ÿ 입주�후�바로�영양사가�방문해서�영양�요구�사항과�선호�음식에�대해�논의하고�4주간의�

회전�메뉴를�제공하여�모든�식사에서�선택할�수�있도록�진행

Ÿ 외부�음식을�시키거나�가져올�수�있지만�다른�거주자와�공유는�금지(안전)

Ÿ 식당에서의�자리는�정해져있고�그�이유는�같이�식사할�사람들과의�친분을�쌓았으면�하

기�때문.�만약�마음에�들지�않는다면�자리를�옮길�수�있고�몸이�안�좋다면�객실로�배달

해주는�서비스도�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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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Ÿ 거주자들은�당연히�식사가�무료로�제공,�초대받은�손님의�경우�6달러를�내야함

Ÿ 매일�2시�30분에�애프터눈�티가�제공되고�야식도�준비됨

Ÿ 방을�청소해주는�직원이�규칙적으로�방과�공공장소를�청소함

Ÿ 치과,�발마사지,�안과�등의�의료�서비스가�제공되며�x-ray나�구급차도�가능

Ÿ New�Vista�Care�Home은�Fraser�Health�및�Provincial�Continuing�Care�Program�

내의�비영리�복합�주거�관리�시설이자�의료�서비스�제공업체이므로�개인이�내는�비용

은�보조됨

Ÿ 세후�소득에�따라�월�임대료를�지불하며�월�단위로�선불됨

홈페이지 www.newvista.bc.ca

사진

�

출처  기관�홈페이지�WeLCOME�(newvista.bc.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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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세인트존스홈(미국)

특징

Ÿ 최근�떠오르는�녹색�요양시설의�예시로,�병원�같은�느낌이�아닌�넓은�정원이�딸린�주택�

같은�분위기를�연출

Ÿ 다양한�활동이�자율적인�분위기�아래서�제공

내용

Ÿ 최근�노인요양시설의�새로운�형태로�주목받고�있는�그린하우스(green�house)를�적용

해�리모델링한�요양시설

Ÿ 널찍한�야외�정원에서�애완동물과�놀거나�조용히�쉴�수�있고�둘러싸인�안뜰에서�정자

나�그네에�앉아�독서를�할�수도�있음

Ÿ 실내�인테리어�또한�집과�같은�마감재를�이용하여�병원이�아닌�평범한�집�같은�느낌을�

연출

Ÿ 모든�일과�및�생활에�대한�자율성�보장,�식사�메뉴를�보다�다양하고�자유롭게�정할�수�

있게끔�배려

Ÿ 넓은�재활�체육관,�예배당,�도서관,�미술관,�아이스크림�가게,�미용실�등이�존재

Ÿ 장기�치료,�단기�체류�모두�가능

Ÿ 사용�가능한�모든�서비스는�개개인에�맞춰�조정�뒤�제공되며�영적�치료,�약물,�치매,�재

활,�레크리에이션�등이�존재

Ÿ 7일�24시간�숙련된�간호�서비스를�제공

Ÿ 주방�리모델링을�통해�문화적�차이가�문제되지�않게�다양한�메뉴를�식사로�제공할�수�

있도록�했으며�모든�식자재는�엄격한�기준을�거쳐�유통

Ÿ 세인트존스홈의�목표는�주민들이�계속해서�배우고�성장하고�교류하는�것으로�이를�위

해�원예,�베이킹,�스토리텔링,�바늘공예�등의�재능을�직원,�자원봉사자와�함께�공유함

Ÿ 매년�수백�명의�자원�봉사자의�지원을�받고�있음

Ÿ 로체스터�지역의�다양한�신앙�공동체�회원들과�정기적인�모임을�가짐

Ÿ 주민들의�고민이나�고충을�들어줄�목사님이�계심

홈페이지 https://www.stjohnsliving.org/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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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기관�홈페이지�https://www.stjohnsliving.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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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드 레이거스 요양원(네덜란드)

특징

Ÿ 병원�또는�아파트�형식의�평범한�요양시설이�아닌�농장�요양시설

Ÿ 치매에�걸린�환자들이�아직�잘�할�수�있는�일�또는�흥미를�느끼는�일을�하는�것은�매우�

중요.�이를�동물�키우기,�채소밭�가꾸기�등�다양한�활동으로�유도

Ÿ 상호관계�및�다양하고�건설적인�활동을�통한�치매�치료�및�요양

Ÿ 노인�요양시설인만큼�다양한�복지�서비스가�제공되지만�요양원�같은�느낌이�들지�않음

내용

Ÿ 중증�치매환자들을�수용하는�농장�요양시설

Ÿ 레이거(Reiger)는�행복,�장수,�인내�등의�좋은�의미를�담고�있는�단어

Ÿ 총�27명�수용�가능,�각�6-7명의�주민을�위한�4개의�그룹�주택�보유

Ÿ 그룹�하우스는�홀로�열리는�정문이�있고�개방형�주방이�마련된�거실,�거실�옆에는�정원

을�조망할�수�있는�온실이�있음

Ÿ 각�아파트에는�간이주방과�전용�욕실이�구비되어�있고�세탁과�요리가�가능

Ÿ 거주자들이�집처럼�느낄�수�있도록�꾸민�디자인과�이를�통해�평범한�삶을�느끼게�해주

려는�노력

Ÿ 주민,�활동�참가자,�자원봉사자�및�방문객이�휴식을�취할�수�있는�대형�레크리에이션�

룸(Café�De�Vrolijk�Merrie)이�존재,�셔플�보드,�당구,�카드�및�기타�게임�가능

Ÿ Café�De�Vrolijk�Merrie는�자원봉사자들에�의해�운영됨으로�자원�봉사자가�있을�때만�

이용�가능,�마실�것과�맛있는�간식�제공

Ÿ 드�레이거스의�스튜디오와�작업�헛간에서�자원�봉사자�및�참가자는�가구를�개조하거나�

유지�보수�작업을�수행하거나�페인팅,�시쓰기와�같은�예술�프로젝트�등을�진행

Ÿ 1년에�3번�정도�참가자들과�주민의�작품을�대중에게�보여주기�위해�전시회를�개최

Ÿ 마당에는�작은�농장들이�있어서�당나귀,�돼지,�염소,�양�등이�있고�연못에서는�오리가�

수영.�닭이나�토끼�또는�비둘기�같은�조류도�존재하고�모든�그룹하우스에는�고양이와�

생활

Ÿ 부지의�상당�부분은�채소밭으로�구성,�계절에�따라�다양한�과일과�채소가�재배됨�

Ÿ 화단을�높게�배치해서�노인들이�화단을�가꾸기�위해�허리를�숙이지�않아도�됨

Ÿ 다른�주민들이�동의하는�경우�애완동물도�키울�수�있고�모든�주민은�본인의�기상시간�

및�취침시간,�식사를�무엇을�할�지�또한�본인이�결정함

Ÿ 전문�간병인,�가정�일을�도와줄�보조�간병인�등이�각�하우스별로�존재하고�주거�관리�

감독관은�한�명이�상시�주둔하기�때문에�더욱�주민들과�긴밀한�관계를�맺고�서로�돌봄�

가능

Ÿ 주민들이�좋은�돌봄을�받지만�요양원에서�사는�것처럼�느끼지�않음

Ÿ 활동�자금�조달은�지방자치단체(WMO)�또는�요양원(WLZ)에서�제공

Ÿ 2020년�5월�25일�드�레이거스에�거주하고자�예약한�사람은�215명으로�새로운�예약

자가�입주하려면�3년�반은�걸릴�것이라고�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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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Ÿ 드�레이거스는�비영리�재단이며�법의�지원을�받고�있어�2020년�6월�1일�이후�치료비

와�주거비용이�모두�입원�환자�치료�기금을�통해�조달됨

Ÿ 드�레이거스�거주자에�대한�치료는�장기요양에�의해�조달되기�때문에�거주자들은�5개�

이상의�치료�표시를�센터에서�받아야만�치료를�제공받을�수�있음

Ÿ 드�레이거스에서�간병인과�거주자는�함께�케어�라이프�플랜을�작성,�이�계획에서�치매

를�가진�사람의�소원,�필요�및�선호도를�작성하고�이를�달성하기�위해�필요한�개인�활

동�의제,�간병인과�함께�할�활동�및�작업을�설정함

Ÿ 전문�간병인�외에도�1년에�4번�거주자�가족과의�저녁�모임을�통해�농장�정책�및�필요,�

아이디어�등을�수집,�지속적으로�농장을�개선시켜나감

Ÿ 정원이나�집,�동물�등�다양한�방면에서�전문가�외에도�자원�봉사자를�받을�뿐만�아니라�

드�레이거스�인턴십을�운영,�학생들에게�치매를�가진�사람들을�돌보는�것에�대해�가르

쳐�줌

홈페이지 케어�팜�|�스티치팅�레이거슈브�(reigershoeve.nl)

사진

출처

 케어�팜�|�스티치팅�레이거슈브�(reigershoeve.nl)

 attach3_1566461207.pdf

 데이케어형�'파라다이스�케어팜'�네덜란드(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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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체이스 메모리얼 요양원(미국)

특징

Ÿ 평균보다�높은�재활�및�진료�등급,�저렴한�가격

Ÿ 에덴�엘터너티브(Eden�Alternative)�정신이�적용된�초기�모델로,�상호관계형�노인요

양시설�사례

Ÿ 동물과�식물과�노인과�지역사회(자원봉사자)가�결합된�유대형�노인요양시설

내용

Ÿ 1870년에�설립되어�주민들이�가능한�한�오랫동안�건강하고�활동적으로�생활하기�위해�

다양한�서비스와�프로그램을�고안하고�이를�제공하고자�만들어진�비영리�회사

Ÿ 에덴�얼터너티브�프로그램의�초창기�요양시설로�노인�요양시설�혁신의�선구자

Ÿ 1972년에�뉴욕�주�뉴베를린�웨스트�힐�꼭대기에�지어졌고�비영리�법인�소유

Ÿ 닥터�윌리엄�토마스가�기존과�다른�방식의�요양�서비스를�제공하고자�만들었고�이런�

새로운�시도는�후에�‘에덴�얼터너티브’라는�방식으로�사람들에게�알려짐

Ÿ 미국의�메디케어와�메디케이드�보험이�적용되어�가격은�한�달�1인실�251달러,�2인실�

240달러로�뉴욕의�평균�가격인�351달러보다�저렴

 메디케어와�메디케이드�보험�덕에�주민은�방값(거주비)만�제외하고�치료비는�정부에

서�부담

 다만,�메디케어�보험은�100일까지만�지원해주고�그�이후�장기요양서비스는�본인이�

비용을�부담

메디케어는�정부가�제공하는�의료�보험으로�65세�이상의�노인들을�위해�1965년부터�

마련된�혜택으로�일반적으로�미국에서�10년�이상�근무한�사람들이�해당됨.�보험가입

자의�현�수입,�재산과는�무관하게�가입이�가능하며�일반적으로�의료비의�약�80%를�

지원해주고�나머지�20%를�받으려면�메디케어를�포기하고�다른�보험을�가입하거나�

메디케어�어드밴티지�보험,�메디갭(medigap)�보험�등에�추가로�가입해야�함

메디케이드는�정부가�제공하는�의료�보험의�일환으로�메디케어와의�차이점은�소득기

준과�재산기준을�따진다는�것임.�소득기준은�부부인�경우�월�1,209달러�이하(2016

년�기준),�재산은�2만1,750달러�이하여야�함.�재산은�현금성�자산만을�포함하며�메디

케이드�대상이�되면�메디케어에서�발생하는�모든�비용이�지원됨.�또한�메디케어가�제

공하지�않는�장기요양서비스,�치과,�안경�서비스�등이�추가�제공됨�

Ÿ 총�직원은�52명이며�현재�총�80개의�침상이�제공됨

Ÿ 제공서비스는�원격�의료,�고급�상처�관리,�단기�재활�및�장기�치료,�24시간�간호,�정맥�

치료,�물리�치료,�음성�치료,�기관�절제술,�심리�서비스,�치과�서비스,�투석�등�다양함

Ÿ 시설에서�고양이,�개�등�애완동물과�다양한�식물들을�만날�수�있음

Ÿ 주민들은�애완동물과의�교감,�식물�가꾸기�등을�통해�정서적�안정감을�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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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Ÿ 낙상으로�다치거나�부상을�입은�적은�한�번도�없으며�건강�법률�위반이나�결함�기록도�

없음

Ÿ 환자�중심�치료로�필요한�기준치�이상의�치료�및�돌봄을�받은�주민이�평균�64.9%로�

뉴욕�시�평균�59.8%,�미국�평균�48%에�비해�높은�수치를�보여줌

홈페이지
Chase�Memorial�Nursing�Home�&�Rehab�-�Chenango,�NY�|�Good�Shepherd�

Communities

사진

출처

 Chase�Memorial�Nursing�Home�Co�-�New�Berlin,�New�York�-�CaregiverList.com

 Chase�Memorial�Nursing�Home�&�Rehab�-�Chenango,�NY�|�Good�Shepherd�

Communities

 메디케어와�메디케이드의�차이��Welcome�to�Central�Senior�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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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첼테호프 치매전문요양원(네덜란드)

특징

Ÿ 화려한�외관�및�넓은�부지,�전문적인�치료�분야�및�많은�객실�보유

Ÿ 병원이�아닌�관광지�또는�complex�mall�같은�느낌

Ÿ 외출이�힘든�고령층을�위해�실내에�겨울공원�등의�조경�및�큰�통창을�배치해서�실내에

서도�전혀�어둡거나�답답하지�않게�만듦

Ÿ 기존�버려져가던�조선소를�리모델링해서�인구감소로�죽어가던�지역사회에�관광객을�

불러오는�효과까지�창출

내용

Ÿ 2017년�11월에�완공된�최신�노인요양시설로�네덜란드�도시�플러싱에�위치

Ÿ 이전�조선소였던�부지�및�건물을�리모델링해서�노인요양복지시설로�만들었으며�환자,�

의사�거주시설과�공공�식당,�교육프로그램,�미용,�물리치료,�극장�등의�공간이�있음

Ÿ 건축�상�특징으로�많은�창을�사용하고�내부에는�은은한�색감의�바닥,�벽재,�천장으로�매

우�모던하고�편안한�느낌을�연출함

Ÿ 야외활동에�제한적인�어르신들을�위해�넓은�창을�배치하여�햇빛이�잘�들게�하였고�내

부�조경으로�공원의�느낌을�형성

Ÿ 치매환자들을�위해�내부�인테리어�동선도�간단하게�짜고�다양한�색감을�포인트로�배치

하여�환자들의�감각�발달에�도움을�줌

Ÿ 55개의�체세포�치료를�위한�아파트,�6개의�정신질환�환자를�위한�그룹주택,�54개의�돌

봄�및�지원생활을�위한�아파트가�존재

Ÿ 건물이�매우�크고�넓고(18980㎡)�디자인이�독특,�1층에�많은�편의시설이�존재하기�때

문에�주민이�아닌�사람들도�1층�이용�가능

Ÿ 병원의�느낌이�아닌�집,�그리고�도시�그�자체의�느낌을�주기�위해�다양한�식생조경�및�

디자인�요소를�배치

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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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출처
 Scheldehof�Residential�Care�Centre�-�Premier�Construction�News

 scheldehof�residential�care�center�by�atelier�pro�architects�|�the�design�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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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후마니타스 요양원(네덜란드)

특징
Ÿ 고령층과�대학생이�같은�시설에서�생활하는�세대�통합형�노인요양시설

Ÿ 금전적으로�어려운�대학생들에게�방을�내주며�요양원에�활기와�개성을�불어넣음

내용

Ÿ 네덜란드에�위치한�세대�통합형�모델의�노인요양시설로�대학생과�80세�이상의�어르신

들이�같이�거주하는�독특한�형태

Ÿ 요양원과�대학생�기숙사가�결합되어�있고�2012년에�설립되었음

Ÿ 후마니타스�요양원이�생긴�이유는�2012년�정부가�중증�환자가�아닌�80세�이상�노인

의�장기요양�서비스�예산�지원을�중단하겠다고�밝혔고�요양원의�용�부담이�커지자�많

은�노인들이�자발적으로�요양원행을�포기했기�때문

Ÿ 2012년�네덜란드의�학생�기숙사비는�월�341유로에서�366유로로�증가,�즉�학생들�또

한�기숙사를�구하는데�금전적�어려움이�많았음

Ÿ 당시�헤아�세이프커스�최고경영자(CEO)가�떠올린�방법이�‘학생’으로�세대�통합형�주거

를�통해�요양원의�분위기를�밝고�활기차게�만들고자�했던�것

Ÿ 2021년�6월�기준�정원�및�현원은�160명,�예약자만�30명에�달해�다음�입주까지�1년은�

걸릴�것

Ÿ 단기체류,�장기체류,�지역간호,�정신병동,�학생�기숙사�등의�거주시설�보유

Ÿ 학생은�총�6명만�수용,�감독위원회�5명,�관리팀�4명,�고객�이사회�8명�및�나머지는�노

인분들이�거주

Ÿ 학생들은�무료로�노인들과�같은�1인실에서�거주가�가능한�대신,�한�달에�최소�30시간

을�고령층을�위한�‘좋은�이웃’�활동을�해야�함

Ÿ 공실에�대한�입주경쟁이�치열함.�공실이�나면�후마니타스는�SNS에�공실�정보를�알리

고�학생들은�입주신청서를�작성해�제출하는데,�거주하는�주민�2-3명이�진행하는�서류�

심사를�통과한�학생들이�면접을�통해�선정됨

Ÿ 학생들은�본인이�원할�때까지�계속�기숙사에서�머물�수�있음

Ÿ 프랑스�리옹,�미국�오하이오주�클리블랜드에�있는�요양원�등�각국에서�속속�밴치마킹

하고�있으며�학생들은�무료로�거주할�뿐만�아니라�노인들로부터�삶의�지혜를�얻을�수�

있는�장점이�있다는�평가

홈페이지 www.humanitasdeventer.n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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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2030과�7080의�세대통합형�동거…�네덜란드�후마니타스�요양원�가보니�(donga.com)

 Welkom�bij�Woon-�en�Zorgcentrum�Humanitas�(humanitasdeventer.n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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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청복양로원(대만) 

특징

Ÿ 소규모�요양시설의�한계를�극복하기�위한�새로운�대안으로,�다양한�소규모�요양시설들

이�밀집하여�노인들의�기능수준�별로�운영함

Ÿ 3개의�동에�6개의�요양시설이�입주함

Ÿ 요양시설별로�노인의�생활기능�및�인지기능�수준에�맞추어�입주�요양시설이�세분화됨

내용

Ÿ 2012년�설립된�대만�최대�규모의�자립양로원

Ÿ 대만의�요양시설은�최대�정원�30명을�넘지�못하며,�이러한�한계를�극복하기�위해�한�

건물�안에�16개의�요양시설이�모여�있음

Ÿ 생활환경이�매우�우수함

Ÿ 화원,�영화관,�교실,�재활센터,�문화공간,�커뮤니티�공간�등이�조성되어�있으며,�자부담

이�월�140만�원�정도로�고가의�시설임

Ÿ 시설별로�입소자들의�생활능력과�인지�능력에�따라�해당�시설로�이동할�수�있어�세심

한�케어가�가능함

Ÿ 여러�기관이�한곳에�모여�있어�효율적인�운영이�가능함

Ÿ 건물�중앙에�16개�요양시설�입소자들의�진료를�책임지는�의원이�있음(고도화된�의료

서비스�제공)

Ÿ 건물�1층�로비에�공연시설과�커피숍�등�각종�편의시설이�있어�가족방문�시�유익함

사진

출처
 https://www.junsungki.com/magazine/post-detail.do?id=1715

 2014년�노인지도자�해외연구�귀국보고서



Ⅳ

공공요양시설에�대한

주민�수요조사�결과





Ⅳ.�공공요양시설에�대한�주민�수요조사�결과��121

01 조사개요

1. 조사개요

ㅇ 이 장에서는 관악구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관악구 공공요양시설 건립을 위한 주민 

설문조사”의 결과를 요약함

ㅇ 설문은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관악구에 거주하고 있는 만 40세 이상 75세 미만 주민을 

대상으로 하였음

– 설문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권역별, 성별, 연령별 인구비율 할당표집으로 대

상을 추출함

Ÿ 권역은 관악구 5대 생활권(봉천, 낙성대, 신림, 난곡, 대학)을 기준으로 설정하

였음. 21개 동을 5개 권역으로 분류하되, 조사 시 이동성을 고려하여 신림을 2

개 팀으로 분리함

Ÿ 연령은 시설이용 대상자에 해당하는 65-74세, 10년 후 시설 이용자로 편입되는 

55-64세, 부양자이자 20-30년 뒤 시설에 입소 가능한 40-54세, 3개의 그룹으로 

설정하였음

Ÿ 권역별로 관악구의 성별, 연령별 비율에 따라 조사 대상을 할당함

– 2021년 8월 17일부터 9월 17일까지 본 조사를 진행했으며, 보완조사를 통해 표집

목표(200명)를 달성함

Ÿ 조사 기간 동안 설문조사 교육을 이수한 18명의 시민추진단이 조사원으로 활

동함

Ÿ 본 조사 기간 동안 회수된 설문지는 222부, 이 중 불성실 응답은  40부로 보완

조사를 통해 추가로 확보한  18부를 포함해 총 200부를 분석에 활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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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Ⅲ-1.�조사개요

구분 내용

조사대상 관악구�거주�만�40-74세�성인�남녀�200명

표집방법 권역별,�성별,�연령별�할당표집

조사방법 자기기입식�설문조사(조사원�대면조사)

조사기간
1차�본조사������2021년�8월�17일-9월�17일

2차�보완조사��2021년�9월�23일-10월�21일

권역설정

봉천 낙성대
신림

난곡 대학
신림(A) 신림(B)

성현동

은천동

중앙동

청룡동

낙성대

남현동

인현동

청림동

행운동

보라매동

신림동

서원동

신원동

난곡동

난향동

미성동

신사동

조원동

대학동

삼성동

서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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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설문지는 노후의 삶,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인식, 공공요양시설에 대한 수요, 응답자 

일반사항 등 4개 부문 58개 항목으로 구성함

�표�Ⅲ-2.�설문의�구성

구분 문항수 내용

1 노후의�삶

1 내가�생각하는�노후�시작�시점

4
노후의�삶에�대한�욕구

(누구와-(건강할�때,�건강이�악화되었을�때)�어디서-어떻게�살고�싶은가)

3
노후에�대한�인식

(노후�걱정,�행복한�노후의�조건,�원하는�공적�돌봄서비스)

2
노인요양

시설�인식

1 내가�생각하는�노인요양시설�

4
요양시설에서의�생활(입소시기,�함께�생활하고�싶은�대상)

요양시설�선택의�우선순위,�선택�기준

11
노인�요양시설�생활�시�걱정되는�것(자율성,�식단,�이동권,�단절,�갈등,�

서비스�질,�학대,�노후시설,�비용부담,�죽음�이후�정리)

8
노인요양시설�생활�시�기대되는�것(건강관리,�돌봄서비스,�프로그램,�

식사,�주거환경,�인간관계,�고독사�불안해소,�가족�돌봄�부담�경감)

3
공공요양

시설수요

3 공공요양시설에�바라는�점(건립,�운영,�주민참여)

10
기대하는�공공요양시설�유형(종류,�형태,�거주유형,�규모,�주변�환경,�

지역분위기,�하루�일과,�주�생활공간,�비용,�개방성)

3 공공요양시설에�대한�욕구(선택권,�프로그램,�필요�공간)

1 공공요양시설�건립�시�참여하고�싶은�방식이나�할�수�있는�일

1 관악구�공공요양시설�건립·운영에�대해�바라는�점

4 일반사항

2 가족(동거가족�수,�동거가족�유형,�필요�시�돌봄�제공�가능�가족)

3 거주형태,�경제(경제활동,�주관적�경제상태)

3 장기요양등급,�장애�유무,�만성질환�유무

합계 58

주.�할당표집에�따라�응답자의�거주지,�성별,�연령은�조사원이�조사�전�확인�후�직접�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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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응답자 특성

ㅇ 응답자는 할당표집에 따라 관악구 각 지역의 성별, 연령별 인구 특성이 고르게 반영되

었으며,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남녀 성비는 1:1로 남녀 각각 100명, 총 200명이 응답함

– 평균연령은 56.0세로 연령대 중 50대가 34.5%로 가장 많았음

– 인구비율에 따라 할당된 연령대를 기준으로 65-74세 그룹은 44명(22.02%), 55-64

세 그룹은 61명(30.63%), 40-54세 그룹은 95명(47.34%)임

ㅇ 거주형태는 자가 비율이 66.8%로, 전체의 약 2/3 이상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음

– 주관적 경제상태는 ‘중’이 98명(49.5%)으로 가장 많고, ‘중하’가 53명(26.8%),  ‘하’가 

22명(11.1%)으로 대부분(87.4%)의 응답자가 중하 수준의 경제상태에 머물러 있다

고 인식함

– 응답자 중 127명(63.5%)이 경제활동을 수행하고 있고 73명(36.5%)은 비경제활동

인구로 조사됨 

ㅇ “필요 시 나를 돌봐줄 수 있는 가족이 있느냐”는 질문에 161명(81.7%)의 주민이 ‘있음’

으로 응답함

– 동거가족의 유형은 부모-자녀가구가 131명(63.0%)으로 가장 많고, 부부가구 30명

(15.6%), 1인가구 22명(11.5%)의 순임

ㅇ 응답자 대부분 만성질환이나 장애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장애가 없는 응답자가 192명(96.0%), 있는 응답자는 5명(2.5%)

– 만성질환이 없는 응답자가 155명(77.5%), 있는 응답자는 45명(22.5%)으로 주로 고

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의 순환계 질환임

–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응답자는 5명(2.5%)명으로 조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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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Ⅲ-3.�응답자�특성 n=200,� 단위:� 명(%)

구분 내용 빈도 구분 내용 빈도

성별
남성 100(50.0)

동거가족

1인�가구 22(11.5)

여성 100(50.0) 부부가구 30(15.6)

연령

(평균�56.0)

40대 57(28.5) (한)부모-자녀가구 121(63.0)

50대 69(34.5) 부모-부부-자녀가구 13(6.8)

60대 56(28.0)
기타 6(3.1)

70대 18(9.0)

거주형태

자가 133(66.8)

경제활동
예 127(63.5)

전월세 61(30.7)
아니요 73(36.5)

기타 5(2.5)

주관적�

경제상태

하 22(11.1)

장기요양

등급

있음 5(2.5)
중하 53(26.8)

없음 194(97.5)
중 98(49.5)

장애
있음 8(4.0)중상 18(9.1)

없음 192(96.0)상 7(3.5)

만성질환
있음 45(22.5)돌봄�가능한

가족�유무

있음 161(81.7)

없음 36(18.3) 없음 155(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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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노후의�삶에�대한�인식

□ 노후가�시작되는�나이

ㅇ 먼저, 관악구 주민이 생각하는 노후의 시작점은 평균 69.8세로 조사됨

– 노후에 대한 인식에 세대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40대의 경우 노후가 시작되는 나이를 노인의 기준 연령인 65세와 가깝게 응답한 

반면(평균 66.5세), 70대는 노후의 시작을 평균 73.3세로 응답함

– 연령대가 올라갈수록 노후가 시작된다고 생각하는 나이도 올라가는 것으로 나타

남. 응답자의  70.0%가 노인연령인 65세보다 높게,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는 

70.5%가 자신의 나이보다 높게 노후가 시작되는 나이를 응답함

�그림�Ⅲ-1.�연령대�별�노후가�시작된다고�생각하는�나이 단위:�세

69.8(응답평균)

65.0(노인기준연령)

*최저�47세,�최고�85세



Ⅳ.�공공요양시설에�대한�주민�수요조사�결과��127

□ 함께�노후를�보내고�싶은�사람

ㅇ  설문에 참여한 주민들은 대부분 노후에 ‘가족’과 함께 살고 싶다고 응답함

– 노후에 함께 살기를 바라는 대상은 ‘가족’이 131명(66.5%)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

음으로 ‘친구나 이웃’(36명, 18.3%), ‘혼자’(26명, 13.2%)의 순으로 나타남

– 반면, 연령대가 올라갈수록 ‘가족’과 함께 살고 싶다는 응답의 비율은 감소하고, 

‘친구, 이웃’의 비율이 증가함

Ÿ 이는 ‘가족’과의 동거수요가 줄어서이기보다는 자녀 등 남은 가족의 돌봄 부

담을 우려한 결과로 해석됨. 연령이 올라가면서 배우자 등과의 사별‧이별을 

대비하며 가족 대신 함께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친구나 이웃을 원하는 것

으로 보임 

�그림�Ⅲ-2.�노후에�함께�살고�싶은�사람 단위:�명(%)

`���   

�그림�Ⅲ-3.�노후에�함께�살고�싶은�사람(연령대별) 단위:�%

40-54세 55-64세 65-74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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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Ⅲ-4.�노후에�함께�살고�싶은�사람(연령대별) 단위:�명(%)

구분 합계 40-54세 55-64세 65-74세

가족 131(66.5) 70(75.3) 36(59.0) 25(58.1)

친구,�이웃 36(18.3) 11(11.8) 14(23.0) 11(25.6)

혼자 26(13.2) 10(10.8) 10(16.4) 6(14.0)

기타 4(2.0) 2(2.2) 1(1.6) 1(2.3)

합계 192(100.0) 93(100.0) 61(100.0) 43(100.0)

□ 노후에�거주하고�싶은�곳

ㅇ 노후에 거주를 희망하는 곳은 ‘지금보다 거주환경이 더 좋은 집’(82명, 42.7%), ‘현재 살

고 있는 집’(48명, 25.0%), ‘실버타운’(23명, 12.0%)의 순으로 나타남

– 응답자의 67.7%가 시설보다는 ‘현재 살고 있는 집’이나 더 나은 집에서 살기를 희

망함

– 시설이용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노인지원주택, 요양시설보다는 실버타운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Ÿ 요양시설에 대한 편견이나 부정적인 이미지로 인해 시설에 대한 선호도가 낮

은 것으로 판단됨

ㅇ 연령이 올라갈수록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노후를 보내고 싶다는 욕구가 강해짐

– 노인세대로 진입하기 전까지는 ‘지금보다 거주환경이 더 나은 집’에서 살기를 희

망하지만, 차츰 경제적 수준의 가변성이 낮아지면서 ‘현재 살고 있는 집’에 대한 

수요가 높아짐을 알 수 있음

Ÿ 적극적으로 경제적 활동을 하며 사회적 은퇴 시기가 상대적으로 여유로운 

40-54세 그룹은 경제 활동을 통해 추후 더 나은 거주 환경으로 이동할 수  있는 

희망이 높기 때문으로 보임

ㅇ 65세 이상 그룹의 경우 새로운 환경보다는 익숙한 환경에 머무르기를 원하는 경향이 

강해지는 한편, 실버타운에 대한 수요도 함께 높아짐

Ÿ 돌봄에 있어 가족부담보다는 돌봄 서비스 구매를 선택하려는 경향을 보이는

데, 그럼에도 요양시설과 요양병원에 대한 선호도는 낮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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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특히 65세 이상 그룹의 요양시설‧요양병원 선호도가 가장 낮았음. 학대나 횡

령, 시설의 노후 등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임

�그림�Ⅲ-4.�노후에�거주하고�싶은�곳 단위:�명(%)

�표�Ⅲ-5.�노후에�거주하고�싶은�곳 단위:�명(%)

구분 빈도

지금보다�거주�환경이�더�좋은�집 82(42.7)

현재�살고�있는�집 48(25.0)

실버타운 23(12.0)

요양병원 11(5.7)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10(5.2)

노인지원주택 10(5.2)

기타 6(3.1)

노인�요양원 2(1.0)

합계 192(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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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Ⅲ-5.�노후에�거주하고�싶은�곳(연령대별) 단위:�%

40-54세 55-64세 65-74세

  

�표�Ⅲ-6.�노후에�거주하고�싶은�곳(연령대별) 단위:�명(%)�

구분 40-54세 55-64세 65-74세

현재�살고�있는�집 14(15.6) 17(30.4) 17(42.5)

지금보다�거주�환경이�더�좋은�집 53(58.9) 19(33.9) 10(25.0)

요양시설(노인요양원,�노인공동생활가정�등) 8(8.9) 11(19.6) 3(7.5)

실버타운 10(11.1) 5(8.9) 8(20.0)

요양병원 5(5.6) 4(7.1) 2(5.0)

합계 90(100.0) 56(100.0) 40(100.0)

p<0.01

□ 노후에�원하는�삶의�모습

ㅇ 노후에 가장 기대하는 활동은 ‘취미생활’(79명, 40.7%, ‘소일거리’(43명, 22.2%), ‘봉사활

동’(30명, 15.5%) 순으로 나타남

– 관악구 주민들이 인식하는 노후란 단순히 삶을 마무리하는 과정이기보다는 능동

적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으로 보임

– 노인을 비롯한 요양시설의 입소자들을 돌봄이나 부양의 대상자가 아닌 지역에서 

함께 삶을 살아가는 주민으로 인식하고 이들의 활동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ㅇ 65세 이상 그룹경우 ‘취미생활’보다 ‘소일거리’에 대한 선호도가 조금 높게 나타남

– 취미생활 선호도가 가장 높은 다른 연령층에 비해 고령층에서는 소일거리에 대

한 욕구가 가장 높았으며, 반대로 직장생활에 대한 욕구는 나타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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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고령층에게는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에 대한 의미가 큰 것으로 보임

Ÿ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보장되는 직장생활보다는 작지만 활동에 대한 보상

이 있는 소일거리를 가장 많이 원함. 물론 여기에는 노인일자리에 대한 수급 

미스매칭 문제도 자리 잡고 있다 할 것임

Ÿ 현재 시행되는 노인일자리 사업은 가계소득이 크게 증대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소일거리의 성격이 강함. 공공요양시설을 운영할 경우 노인일자리 사

업과의 연계를 다양한 수준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음

�그림�Ⅲ-6.�노후에�원하는�삶의�모습 단위:�명(%)

�그림�Ⅲ-7.�노후에�원하는�삶의�모습(연령대별) 단위:�%

40-54세 55-64세 65-74세

주.�주요응답�1-3위의�분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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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Ⅲ-7.�노후에�원하는�삶의�모습(연령대별) 단위:�명(%)

구분 합계 40-54세 55-64세 65-74세

소일거리를�하며 43(22.2) 18(19.6) 10(16.7) 15(35.7)

취미생활을�하며 79(40.7) 42(45.7) 24(40.0) 13(31.0)

봉사활동을�하며 30(15.5) 13(14.1) 9(15.0) 8(19.0)

자녀,�손주들을�돌보며 8(4.1) 4(4.3) 1(1.7) 3(7.1)

종교활동을�하며 18(9.3) 8(8.7) 8(13.3) 2(4.8)

가사�일을�하며 1(0.5) - - 1(2.4)

직장생활을�하며 9(4.6) 4(4.3) 5(8.3) -

기타 5(2.6) 2(2.2) 3(5.0) -

요양하며 1(0.5) 1(1.1) - -

합계 194(100.0) 92(100.0) 60(100.0) 42(100.0)

□ 건강이�악화될�경우�거주하고�싶은�곳

ㅇ 노후에 건강이 악화될 경우 되면 살고 싶은 곳은 ‘현재 살고 있는 집’ 39명(19.7%), ‘가족

이 사는 곳과 가까운 집’ 31명(15.7%), ‘실버타운’ 30명(15.2%) 순으로 나타남

– ‘현재 살고 있는 집’이나 ‘가족이 사는 곳과 가까운 집’ 에서 재가서비스를 이용하

겠다는 응답이 35.4%로 높게 나타남. 건강 악화로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 되더라

도 요양병원, 노인요양원,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대한 입소 수요는 선호도가 

낮았음

– ‘가족이 사는 곳과 가까운 집’은 31명(15.7%)으로 수요가 비교적 높은 반면, ‘가족

이 사는 집’은 10명(5.1%)으로 돌봄에 대한 부담이 가족에게 직접적으로 이전되는 

것에 대한 걱정이 큰 것으로 보임

ㅇ 한편, 연령대마다 다른 응답 경향을 보임

– 40-54세의 경우 ‘현재 살고 있는 집’과 ‘가족과 가까운 집’, ‘실버타운’, ‘요양병원’에 

대한 선호비율에 큰 차이가 없었음. 노후에 대해 다양한 생각과 수요가 존재함

– 55-64세 그룹도 다양한 의견을 보이는 가운데 ‘노인요양원’, ‘공동생활가정’과 같

은 요양시설에 대한 선호도가 다른 집단에 비해 비교적 높게 나타남

– 65-74세 그룹의 경우에는  1-4위 응답이 전체 응답의 79.5%로 다른 연령대의 응답

고 뚜렷한 차이를 보임. ‘현재 사는 집’ 과 ‘실버타운’에 대한 선호도가 높고, ‘요양

병원’과  ‘노인요양원’으로의 입소 응답이 그 다음 순으로 많았음. ‘건강 악화’의 

정도를 다른 집단보다 강한 수준에서 받아들이는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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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Ⅲ-8.�건강이�악화될�경우�거주하고�싶은�곳 단위:�명(%)

�그림�Ⅲ-9.��건강이�악화될�경우�거주하고�싶은�곳(연령대별)

40-54세 55-64세 65-74세

 

주.�주요응답�1-4위의�분포임

�그림�Ⅲ-10.��건강이�악화될�경우�거주하고�싶은�곳(연령대별) 단위:�명(%)

구분 합계 40-54세 55-64세 65-74세

현재�살고�있는�집 39(19.7) 17(18.3) 9(14.8) 13(28.5)

가족이�사는�곳과�가까운�집 31(15.7) 16(17.2) 13(21.3) 2(4.5)

실버타운 30(15.2) 17(18.3) 4(6.6) 9(20.5)

요양병원 28(14.1) 14(15.1) 7(11.5) 7(15.9)

노인요양원 24(12.1) 7(7.5) 11(18.0) 6(13.6)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21(10.6) 7(7.5) 10(16.4) 4(9.1)

가족이�사는�집 10(5.1) 7(7.5) 2(3.3) 1(2.3)

기타 8(4.0) 7(7.5) - 1(2.3)

노인지원주택 7(3.5) 1(1.1) 5(8.2) 1(2.3)

합계 198(100.0) 93(100.0) 61(100.0) 44(100.0)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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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후를�생각할�때�가장�두렵거나�걱정되는�것

ㅇ 노후를 생각할 때 가장 두렵거나 걱정되는 것으로는 ‘건강/신체기능 악화’(130명, 

33.1%)와 ‘치매’, ‘경제적 어려움’(97명, 24.7%)의 순으로 나타남

– 1순위 응답의 경우 ‘건강/신체기능 악화’ 1위, ‘치매’ 2위, ‘경제적 어려움’ 3위로 노

화에 따른 건강문제를 가장 걱정스러워하는 것으로 파악됨

– 2순위 응답의 경우 ‘치매’가 1위, ‘경제적 어려움’ 2위로 역시 노화와 이에 따르는 

제반 생활 변화에 대한 걱정이 많았음

Ÿ 평균수명이 늘어나고, 가족의 돌봄이 점차 약화되고 있는 사회적 흐름 속에

서, 자력이 아닌 누군가의 돌봄이 필요한 상황을 맞이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이 반영된 것으로 보임

ㅇ 모든 연령대에서 유사한 응답 경향을 보였음

– 노후에 걱정되는 상위 4개 항목은 대체로 ‘건강/신체기능 악화’, ‘치매’, ‘경제적 어

려움’, 그리고 ‘가족/배우자와 이별’ 또는 ‘직장퇴직’이었음

Ÿ 다만, 65세 이상 그룹의 경우 ‘가족/배우자와의 이별’보다는 ‘직장 퇴직’과 ‘외

로움’에 대한 응답이 더 많아 노인세대로 접어들면서 겪고 있는 현실적 어려

움을 확인할 수 있음

�그림�Ⅲ-11.�노후를�생각할�때�가장�두렵거나�걱정되는�것 전체응답�기준,�단위:�명(%)



Ⅳ.�공공요양시설에�대한�주민�수요조사�결과��135

�표�Ⅲ-8.�노후를�생각할�때�가장�두렵거나�걱정되는�것 단위:�명(%)

구분 1순위 2순위 전체

건강/신체기능�악화 99 31 130(33.1)

치매 54 43 97(24.7)

경제적�어려움 14 37 51(13.0)

가족/배우자와�이별 13 18 31(7.9)

직장�퇴직 7 15 22(5.6)

일상의�무료함 - 16 16(4.1)

고독사 4 7 11(2.8)

외로움 1 10 11(2.8)

주거문제 2 8 10(2.5)

죽음 2 6 8(2.0)

사회적�관계�단절 1 4 5(1.3)

기타 1 1(0.3)

합계 198 195 393(100.0)

�그림�Ⅲ-12.�노후를�생각할�때�가장�두렵거나�걱정되는�것(연령대별) 전체응답� 기준,� 단위:� %

40-54세 55-64세 65-74세

주.�주요응답�1-4위의�분포임



136��관악구�공공요양시설�건립을�위한�기초연구

�표�Ⅲ-9.�노후를�생각할�때�가장�두렵거나�걱정되는�것(연령대별) 전체응답�기준,�단위:�명(%)

구분 40-54세 55-64세 65-74세

건강/신체기능�악화 65(35.3) 36(29.5) 29(33.7)

치매 39(21.2) 36(29.5) 22(25.6)

경제적�어려움 31(16.8) 12(9.8) 8(9.3)

직장퇴직 8(4.3) 8(6.6) 6(7.0)

외로움 4(2.2) 2(1.6) 5(5.8)

가족/배우자와�이별 15(8.2) 12(9.8) 4(4.7)

일상의�무료함 5(2.7) 7(5.7) 4(4.7)

고독사 6(3.3) 1(0.8) 4(4.7)

죽음 4(2.2) 2(1.6) 2(2.3)

사회적�관계�단절 1(0.5) 2(1.6) 2(2.3)

주거문제 6(3.3) 4(3.3) -

합계 184(100.0) 122(100.0) 86(100.0)

□ 행복한�노후를�위해�중요한�것

ㅇ 행복한 노후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단연 ‘신체적‧정신적 건강’으로 확인됨

– 응답자의 대부분이 ‘신체적‧정신적 건강’ 1순위(160명, 40.3%)로, ‘경제적 안정과 

여유’를 2순위(119명, 30.0%)로 꼽아 건강을 전제로 모든 삶의 양과 질이 달라진다

는 인식이 강하게 나타남

ㅇ 연령대나 주관적 경제상태에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신체적‧정신적 건강’과 ‘경제적 안

정과 여유’를 가장 중요시하는 것으로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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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Ⅲ-13.�행복한�노후를�위해�중요한�것 전체응답�기준,�단위:�명(%)

�표�Ⅲ-10.�행복한�노후를�위해�중요한�것 단위:�명(%)

구분 1순위 2순위 전체

신체적‧정신적�건강 138 22 160(40.3)

경제적�안정과�여유 32 87 119(30.0)

가족이나�친구 16 33 49(12.3)

지속적인�사회활동 5 19 24(6.0)

여가활동 5 14 19(4.8)

안전하고�편리한�주거환경 1 12 13(3.3)

지속적�일자리와�소득원 2 11 13(3.3)

합계 199 198 397(100.0)

�그림�Ⅲ-14.�행복한�노후를�위해�중요한�것(연령대별) 전체응답�기준,�단위:�%

주.�주요응답�1-3위의�분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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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Ⅲ-11.�행복한�노후를�위해�중요한�것(연령대별) 전체응답�기준,�단위:�명

구분 40-54세 55-64세 65-74세

신체적‧정신적�건강 78(41.7) 48(39.3) 34(38.6)

경제적�안정과�여유 60(32.1) 29(23.8) 30(34.1)

가족이나�친구 20(10.7) 15(12.3) 14(15.9)

여가활동 6(3.2) 9(7.4) 4(4.5)

안전하고�편리한�주거환경 4(2.1) 6(4.9) 3(3.4)

지속적인�사회활동 10(5.3) 12(9.8) 2(2.3)

지속적�일자리와�소득원 9(4.8) 3(2.5) 1(1.1)

합계 187(100.0) 122(100.0) 88(100.0)

□ 노후에�필요한�공적�돌봄서비스

ㅇ 자신의 노후에 “구청이 제공했으면 하는 공적 돌봄서비스”를 묻는 질문에 대해 ‘식사

지원서비스’(55명, 13.9%), ‘방문건강서비스’(50명, 12.6%), ‘건강지원서비스’(46명, 11.6%), 

‘문화서비스’(44명, 11.1%)에 대한 욕구가 높았음(전체응답 기준)

– 1순위 응답으로  ‘식사지원서비스’가 1위,  ‘건강지원서비스’ 2위, ‘방문건강서비

스’ 3위로 재가서비스와 건강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높게 나타남

– 2순위 응답으로 ‘문화서비스’가 1위, ‘심부름/도움서비스’가 2위를 차지함. 재가‧
건강서비스 외에도 다양한 문화여가활동을 누리고 싶은 욕구가 강하게 드러난 

결과라 할 것임

– 공적 돌봄서비스에 대한 욕구에서 연령, 주관적 경제상태에 따른 차이는 없었음

ㅇ 반면 연령그룹별 욕구는 다르게 나타남

– 40-54세 그룹의 경우 40-54세의 연령대에는 방문건강 서비스(27명, 14.4%)에 대한 

욕구가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식사지원(25명, 13.4%), 가사지원(22명, 12.3%), 

건강지원(22명, 11.8%), 문화서비스(20명, 10.7%)의 순으로 나타남

– 50-64세 그룹은 건강지원서비스(19명, 15.6%)와 심부름/도움 서비스(19명, 15.6%)

에 대한 욕구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문화(14명, 11.5%), 방문건강(12명, 9.8%), 주

거편의서비스(11명, 9.2%)의 순으로 나타남. 다른 연령대에 비해 식사지원서비스

와 가사지원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비교적 낮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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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세 이상 그룹은 식사지원서비스(20명, 22.7%)에 대한 욕구가  가장 높았으며, 다

음으로 방문건강(11명, 12.5%), 문화(10명, 11.4%), 가사지원(7명, 8.0%), 심부름/도

움서비스(7명, 8.0%)의 순으로 나타남. 다른 연령대와 다르게 식사지원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높게 나타남

�그림�Ⅲ-15.�노후에�필요한�공적�돌봄서비스 전체응답�기준,�단위:�명(%)

�표�Ⅲ-12.�노후에�필요한�공적�돌봄서비스 전체응답�기준,�단위:�명(%)

구분 1순위 2순위 전체

식사지원서비스 45 10 55(13.9)

방문건강서비스 30 20 50(12.6)

건강지원서비스 32 14 46(11.6)

문화서비스 11 33 44(11.1)

가사지원서비스 18 20 38(9.6)

심부름/도움서비스 10 27 37(9.3)

주거편의서비스 19 17 36(9.1)

일자리지원서비스 13 15 28(7.1)

심리지원서비스 10 11 21(5.3)

스마트케어 3 16 19(4.8)

동행지원서비스 6 12 18(4.5)

방문목욕서비스 2 3 5(1.3)

합계　 199 198 39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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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Ⅲ-16.�노후에�필요한�공적�돌봄서비스(연령대별) 전체응답�기준,�단위:�%

40-54세�

55-64세�

65-74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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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Ⅲ-13.�노후에�필요한�공적�돌봄서비스(연령대별) 전체응답�기준,�단위:�명(%)

구분 40-54세 55-64세 65-74세

식사지원서비스 25(13.4) 10(8.2) 20(22.7)

방문건강서비스 27(14.4) 12(9.8) 11(12.5)

문화서비스 20(10.7) 14(11.5) 10(11.4)

가사지원서비스 23(12.3) 8(6.6) 7(8.0)

심부름/도움서비스 11(5.9) 19(15.6) 7(8.0)

주거편의서비스 19(10.2) 11(9.0) 6(6.8)

일자리지원서비스 13(7.0) 9(7.4) 6(6.8)

동행지원서비스 10(5.3) 2(1.6) 6(6.8)

건강지원서비스 22(11.8) 19(15.6) 5(5.7)

스마트케어 7(3.7) 7(5.7) 5(5.7)

심리지원서비스 9(4.8) 9(7.4) 3(3.4)

방문목욕서비스 1(0.5) 2(1.6) 2(2.3)

합계 187(100.0) 122(100.0) 88(100.0)



142��관악구�공공요양시설�건립을�위한�기초연구

03 노인요양시설에�대한�인식

□ 노인요양시설에�대한�이미지

�그림�Ⅲ-17.�노인요양시설에�대한�이미지

ㅇ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이미지는 양가감정이 공존함

– 돌봄을 제공할 가족이 없거나, 거동이 불편하거나 건강이 악화된 노인들에게 노

인요양시설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공감대가 있음

Ÿ 노인요양시설은 돌봄이 필요한 이들에게 안식처가 되며, 도움을 주는 필요한 

공간이며, 가족에게 돌봄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중요한 시설이라고 생각함

– 그러나 자신이나 가족이 입소하는 것은 싫다는 생각이 강함

Ÿ 시설 입소를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았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으며, 시설생활

이 답답하거나 외롭고, 슬플 것이라는 느낌부터 시설 자체를 감옥과 같은 곳

으로 인식하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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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요양시설의 입소는 죽음을 준비하며, 죽어야 나올 수 있는 곳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시설에 대한 이미지 자체가 주민들에게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으로 보임

□ 노인요양시설에�입소�시기

ㅇ 요양시설에 입소할 경우 그 시기를 묻는 질문에 대해 절반에 가까운 응답자들이 ‘혼자

서 일상생활 유지가 어려울 때’라고 응답함

– 노인요양시설 입소 시기로는 ‘혼자서 일상생활 유지가 어려울 때’가 92명(45.9%)

으로 1위, ‘가족에게 부담이 된다고 생각할 때’가 46명(23.5%)으로 2위, ‘나를 돌봐

줄 가족이 없을 때’가 24명(12.2%) 3위의 순으로 나타남

– 일상생활 지원을 위한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과 가족 돌봄 부담 경감이라는 요양

시설의 목적과 기능에 대해서 주민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있음

Ÿ 일상생활 기능 저하로 가족에게 부담을 주는 상황에 대해서 우려가 큼

Ÿ 가족형태의 변화,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등으로 전통적인 가족 돌봄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있으며, 과거 가족에게 요구되던 노인 돌봄에 대해 점차 공

적 영역의 책임이 강조되고 있음

ㅇ 연령대별 응답에서도 요양시설 입소시기에 대한 생각은 유사하게 나타남 

Ÿ 다만, 65세 이상 그룹의 경우 1~3위 응답이 전체의 90.5%로 돌봄 필요가 높아

질 때를 자신의 요양시설 입소시기로 보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남

�그림�Ⅲ-18.�내가�생각하는�노인요양시설�입소�시기 단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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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Ⅲ-14.�내가�생각하는�노인요양시설�입소�시기 단위:�명(%)

구분 빈도

혼자서�일상생활�유지가�어려울�때 92(46.9)

가족에게�부담이�된다고�생각할�때 46(23.5)

나를�돌봐줄�가족이�없을�때 24(12.2)

전문적�돌봄�서비스를�원할�때 16(8.2)

죽음을�준비할�시점에�이르렀을�때 8(4.1)

쾌적하고�편리한�환경에서�생활하고�싶을�때 7(3.6)

다른�사람과�함께�생활하고�싶을�때 3(1.5)

합계 196(100.0)

�그림�Ⅲ-19.�내가�생각하는�노인요양시설�입소�시기(연령대별) 단위:�%

40-54세 55-64세 65-74세

주.�주요응답�1-3위의�분포임

�표�Ⅲ-15.�내가�생각하는�노인요양시설�입소�시기(연령대별) 단위:�명(%)

구분 40-54세 55-64세 65-74세

혼자서�일상생활�유지가�어려울�때 43(46.2) 27(44.3) 22(52.4)

가족에게�부담이�된다고�생각할�때 24(25.8) 11(18.0) 11(26.2)

나를�돌봐줄�가족이�없을�때 10(10.8) 9(14.8) 5(11.9)

전문적�돌봄�서비스를�원할�때 5(5.4) 8(13.1) 3(7.1)

죽음을�준비할�시점에�이르렀을�때 5(5.4) 2(3.3) 1(2.4)

쾌적하고�편리한�환경에서�생활하고�싶을�때 4(4.3) 3(4.9) -

다른�사람과�함께�생활하고�싶을�때 2(2.2) 1(1.6) -

합계 93(100.0) 61(100.0) 42(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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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요양시설에서�공간을�함께�사용하고�싶은�사람

ㅇ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할 경우 공간을 함께 사용하고 싶은 대상은 ‘취향/관심분야가 비

슷한 사람’ 58명(29.4%), ‘친한 친구나 이웃’ 51명(25.9%), ‘연령/세대가 비슷한 사람’ 35

명(17.8%)의 순으로 나타남

– 요양시설에 입소하더라도 취미생활이나 여가생활을 적극적으로 즐기는 욕구가 

이어지기 때문에, 이를 함께 할 수 있는 상대를 선호함

Ÿ 시설에 입소하여 종사자와의 관계가 중심이 되기보다는 입소자 간의 관계가 

중심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함

ㅇ 모든 연령대에서 대체로 ‘취향/관심분야가 비슷한 사람’, ‘친한 친구/이웃’과 함께 생

활하고 싶어 함

– 다만, 65세 이상에서는 생활기능(신체 건강 등) 수준이 비슷한 사람에 대한 선호

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낮음

�그림�Ⅲ-20.�노인요양시설에서�공간을�함께�사용하고�싶은�사람 단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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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Ⅲ-16.�노인요양시설에서�함께�생활하고�싶은�사람 단위:�명(%)

구분 빈도

취향/관심분야가�비슷한�사람 58(29.4)

친한�친구나�이웃 51(25.9)

연령/세대가�비슷한�사람 35(17.8)

생활기능(신체�건강�등)��수준이�비슷한�사람 31(15.7)

사회적�배경이�비슷한�사람 10(5.1)

상관없음 9(4.6)

기타 3(1.5)

합계 197(100.0)

�그림�Ⅲ-21.�연령대�별�노인요양시설에서�함께�생활하고�싶은�사람 단위:�%

40-54세 55-64세 65-74세

   

주.�주요응답�1-4위의�분포임

�표�Ⅲ-17.�연령대�별�노인요양시설에서�함께�생활하고�싶은�사람 단위:�명(%)

구분 40-54세 55-64세 65세�이상

취향/관심분야가�비슷한�사람 25(26.6) 19(31.1) 14(33.3)

친한�친구나�이웃 27(28.7) 13(21.3) 11(26.2)

연령/세대가�비슷한�사람 13(13.8) 12(19.7) 10(23.8)

생활기능(신체�건강�등)�수준이�비슷한�사람 16(17.0) 12(19.7) 3(7.1)

사회적�배경이�비슷한�사람 6(6.4) 2(3.3) 2(4.8)

상관없음 4(4.3) 3(4.9) 2(4.8)

기타 3(3.2) - -

합계 94(100.0) 61(100.0) 42(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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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호하는�노인요양시설

ㅇ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선호를 묻는 질문(보기 중 선택)에 대해  ‘보건복지시설과 가까

운 곳’ 75명(18.8%), ‘살던 집과 가까운 곳’ 64명(16.1%), ‘비용부담이 적은 곳’ 40명

(10.1%) 순으로 응답함(전체응답 기준)

– 1순위 응답의 경우  ‘살던 집과 가까운 곳’이 1위(25.7%), ‘보건복지시설과 가까운 

곳’이 2위(24.6%),‘단독거주’가 3위(13.6%)로 기본적인 생활환경이 될 시설의 입지

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운영주체(공공/민간)에 대한 관심보다 

높았음

– 대체로 보건복지시설과의 연계, 가족과의 거리를 중시하는 주민들이 많았음. 신

체적 건강에 대한 관심과 염려가 많고, 자신에게 익숙한 환경을 선호하는 경향이 

반영된 것이라 할 것임

– 이는 주민들이 노인요양시설을 더 이상 폐쇄되거나 고립된 공간으로 인식하지 

않고 시설 안팎에 존재하는 다양한  물적 자원을 불편 없이 이용하고, 가족과 지

인 등과의 관계를 지속할 수 있는 공간으로 설정하고 있음을 의미함

– 노인요양시설을 건강‧돌봄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기능적 공간으로 제한

하지 않고, 노후 삶의 터전이자 주거지로 바라보고 지역사회 안에서 제반 자원과 

서비스의 연계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ㅇ 한편, 65세 이상 그룹의 경우 비용 부담에 대한 우선순위가 다른 연령층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남

– 40-54세와 55-64세의 경우 ‘비용부담이 적은 곳’이 7위인 반면, 65-74세 그룹은 2순

위로 꼽음. 시설 입소대상에 속하는 연령대인 만큼 경제적 부담을 현실적으로 고

려한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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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Ⅲ-22.�선호하는�노인요양시설 전체응답�기준,�단위:�명(%)

�표�Ⅲ-18.�선호하는�노인요양시설 단위:�명(%)

구분 1순위 2순위 전체

보건복지시설과��가까운�곳 49 26 75(18.8)

살던�집과�가까운�곳 51 13 64(16.1)

비용�부담이�적은�곳 12 28 40(10.1)

한적하고�조용한�곳 19 20 39(9.8)

단독거주 27 11 38(9.5)

개인시간이�보장되는�곳 4 32 36(9.0)

공공요양시설 17 17 34(8.5)

공동프로그램이�다양한�곳 6 26 32(8.0)

공동거주 7 17 24(6.0)

비싸더라도�편한�곳 5 3 8(2.0)

규모가�큰�곳 2 1 3(0.8)

민간요양시설 - 3 3(0.8)

규모가�작은�곳 - 2 2(0.5)

합계 199 199 398(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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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Ⅲ-23.�선호하는�노인요양시설(연령대별) 전체응답�기준,�단위:�%

40-54세 55-64세 65-74세

주.�주요응답�1-4위의�분포임

�표�Ⅲ-19.�선호하는�노인요양시설(연령대별) 전체응답�기준,�단위:�명(%)

구분 40-54세 55-64세 65-74세

보건복지시설과��가까운�곳 35(18.4) 23(18.9) 17(19.8)

비용�부담이�적은�곳 16(8.4) 9(7.4) 15(17.4)

살던�집과�가까운�곳 31(16.3) 21(17.2) 12(14.0)

공동프로그램이�다양한�곳 9(4.7) 14(11.5) 9(10.5)

한적하고�조용한�곳 22(11.6) 10(8.2) 7(8.1)

단독거주 22(11.6) 9(7.4) 7(8.1)

개인시간이�보장되는�곳 19(10.0) 12(9.8) 5(5.8)

공공요양시설 20(10.5) 9(7.4) 5(5.8)

공동거주 8(4.2) 10(8.2) 6(7.0)

비싸더라도�편한�곳 6(3.2) 1(0.8) 1(1.2)

규모가�큰�곳 2(1.1) 1(0.8) -

민간요양시설 - 1(0.8) 2(2.3)

규모가�작은�곳 - 2(1.6) -

합계 190(100.0) 122(100.0) 86(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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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요양시설�선택�기준

ㅇ 주민들은 노인요양시설 선택 시 환경적 요인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조사됨

– 노인요양시설 선택의 기준은 ‘내부환경’ 130명(32.7%), ‘주변환경’ 71명(17.8%), ‘생

활의 자유’ 46명(11.6%) 순으로 확인됨(전체응답 기준)

Ÿ 이 중 가장 중요한 요인은 ‘내부환경’으로 1순위 응답 중에서도 압도적인 1위

를 기록함(107명, 53.8%). 즉 ‘내부환경’을 우선 고려하고, 그다음으로 ‘주변환

경’이나 ‘생활의 자유’를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남. 다음으로 비용과 접근성이 

주요 순위를 차지하였음

Ÿ 가족 입소 등의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요양시설의 내부를 직접 볼 수 있

는 경험이 거의 없기 때문에 요양시설 내부에 대한 우려가 큰 것으로 생각됨

ㅇ 노인요양시설 선택기준에서 주요 상위항목은 연령대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음

– 순서의 차이는 존재하지만 ‘내부환경’, ‘주변환경’, ‘생활의 자유’, ‘비용’이 모든 연

령대에서 나타남

– 다만, 65-74세 그룹의 경우 내외부 환경과 함께 ‘비용’이 3위로 경제적 부담이 반

영됨

�그림�Ⅲ-24.�노인요양시설�선택�기준 전체응답�기준,�단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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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Ⅲ-20.�노인요양시설�선택�기준 단위:� 명(%)

구분 1순위 2순위 전체

내부환경 107 23 130(32.7)

주변환경 32 39 71(17.8)

생활의�자유 11 35 46(11.6)

비용 11 31 42(10.6)

접근성 15 16 31(7.8)

운영주체 9 13 22(5.5)

종사자의�역량 8 12 20(5.0)

지인�추천이나�주변�평판 3 11 14(3.5)

프로그램 1 10 11(2.8)

전문기관�평가 1 7 8(2.0)

규모와�건물형태 1 2 3(0.8)

합계 199 199 398(100.0)

�그림�Ⅲ-25.�노인요양시설�선택�기준(연령대별) 전체응답�기준,�단위:�%

40-54세 55-64세 65-74세

주.�주요응답�1-4위의�분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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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Ⅲ-21.�노인요양시설�선택�기준(연령대별) 전체응답�기준,�단위:�명(%)

구분 40-54세 55-64세 65-74세

내부환경 67(35.3) 38(31.1) 25(29.1)

주변환경 34(17.9) 21(17.2) 16(18.6)

비용 21(11.1) 10(8.2) 11(12.8)

생활의�자유 22(11.6) 15(12.3) 9(10.5)

접근성 11(5.8) 12(9.8) 8(9.3)

전문기관�평가 2(1.1) 1(0.8) 5(5.8)

종사자의�역량 10(5.3) 6(4.9) 4(4.7)

지인�추천이나�주변�평판 7(3.7) 4(3.3) 3(3.5)

프로그램 2(1.1) 7(5.7) 2(2.3)

규모와�건물형태 1(0.5) - 2(2.3)

운영주체 13(6.8) 8(6.6) 1(1.2)

합계 190(100.0) 122(100.0) 86(100.0)

□ 노인요양시설�생활�시�걱정되는�것

ㅇ 노인요양시설 생활 시 걱정되는 것으로는 ‘학대나 비인격적 대우’가 4.04점으로 가장 

높았고, ‘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 3.79점, ‘노후/낙후된 시설’ 3.78점, ‘비전문적이거나 

낮은 서비스의 질’ 3.75점의 순임

– 요양원의 폐쇄성, 뉴스로 접하는 학대 소식 등은 학대에 대한 두려움을 키워 요양

시설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함

– 비용에 대한 부담이 큰 상황에서 공공이 운영하는 저렴한 비용의 시설이 필요함

ㅇ 다른 연령층에 비해 40-54세 그룹이 노인요양시설 생활 시 우려하는 정도가 높게 나타

남

– 65세 이상 그룹은 대체로 시설 생활에 대한 걱정의 정도가 낮았지만, 비용에 대한 

부담은 가장 높게 나타났음

Ÿ 시설을 이용 대상과 비슷한 연령일수록 비용 등 경제적 부담에 대한 우려가 

높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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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Ⅲ-26.�노인요양시설�생활�시�걱정되는�것 5점�만점

�그림�Ⅲ-27.�노인요양시설�생활�시�걱정되는�것(연령대별) 5점�만점

주.�주요응답�1-5위의�분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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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Ⅲ-22.�노인요양시설�생활�시�걱정되는�것(연령대별) n=199,�5점�만점

구분 전체 40-54세 55-64세 65-74세�

학대나�비인격적�대우 4.04 4.13 4.00 3.88

비용에�대한�경제적�부담� 3.79 3.99 3.48 3.81

노후/낙후된�시설 3.78 3.93 3.69 3.58

비전문적이거나�낮은�서비스의�질 3.75 3.89 3.75 3.42

가족,�친구�등�기존�관계와의�단절� 3.72 3.84 3.70 3.49

단조롭거나�질이�떨어지는�식단 3.61 3.85 3.47 3.26

자유롭지�못한�생활(일괄적인�식사,�수면시간�등) 3.44 3.51 3.46 3.28

다른�사람과�같이�사는�것에�대한�불편함 3.22 3.21 3.23 3.24

외박/외출�제한 3.27 3.53 3.03 3.05

다른�입소자,�종사자와의�갈등 3.13 3.31 2.87 3.10

죽음�이후�유산‧유품�정리 2.32 2.49 2.21 2.10

□ 노인요양시설�생활�시�기대되는�것

ㅇ 노인요양시설 생활 시 기대되는 것으로는 ‘안정적인 돌봄서비스’ 3.87점, ‘정기적인 건

강관리’ 3.85점,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이 3.75점의 순으로 나타남

– 안정적이고 정기적인 돌봄‧건강서비스에 대한 기대와 함께 노인요양시설을 가

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시키는 중요한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ㅇ 노인요양시설 생활 시 돌봄서비스에 대한 기대는 연령대에서 큰 차이를 보임

– 요양시설의 목적인 돌봄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55-64세 연령그룹은 다른 연령대

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기대감을 가지고 있음

– 전반적으로 40-54세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 대부분의 항목에서 기대감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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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Ⅲ-28.�노인요양시설�생활�시�기대되는�것 5점�만점

�그림�Ⅲ-29.�노인요양시설�생활�시�기대되는�것(연령대별) 5점�만점

주.�주요응답�1-5위의�분포임

�표�Ⅲ-23.�노인요양시설�생활�시�기대되는�것(연령대별) n=199,�5점�만점

구분 전체 40-54세 55-64세 65세�이상

안정적인�돌봄서비스 3.87 4.06 3.52 3.95

정기적인�건강관리 3.85 3.95 3.80 3.70

가족의�돌봄�부담�경감 3.75 3.91 3.64 3.58

쾌적하고�안전한�주거생활 3.66 3.74 3.56 3.65

양질의�식사 3.55 3.61 3.43 3.60

다양한�프로그램 3.55 3.55 3.52 3.58

고독사에�대한�불안감�해소 3.41 3.45 3.48 3.23

친구�등�새로운�인간관계 3.37 3.19 3.52 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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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관악구�공공요양시설에�대한�수요

□ 관악구�공공요양시설�건립�시�가장�기대되는�것

ㅇ 관악구에 공공요양시설이 건립될 경우 가장 기대되는 것으로는 ‘안정적인 돌봄서비

스 제공’이 108명(27.0%)으로 1위,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생활’이 85명(21.3%)으로 2위,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이 62명(15.5%)으로 3위를 기록함

– ‘안정적인 돌봄서비스’에 대한 기대가 86명(43.0%)으로 압도적으로 높은 가운데(1

순위 응답),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생활’ 55명(27.5%),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 32

명(16.0%)으로(2순위 응답) 새롭게 들어설 공공요양시설이 주거생활의 질을 높일 

것으로 기대함

– 공공요양시설에 대한 기대는 그간 민간요양시설에 제기되어온 문제와 대비되는 

사항이라 할 것임

ㅇ 연령대별로 관악구 공공요양시설에 대한 기대는 비슷한 것으로 나타남

– ‘안정적인 돌봄서비스’,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생활’, ‘가족 돌봄 부담 경감’에 대한 

기대가 모두 높음

– 다만, 65세 이상 그룹의 경우 학대, 인권 침해 문제 해결에 대한 기대가 다른 연령

대에 비해 높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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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Ⅲ-30.�관악구�공공요양시설�건립�시�가장�기대되는�것 전체응답�기준,�단위:�명(%)

�표�Ⅲ-24.�관악구�공공요양시설�건립�시�기대되는�것 단위:�명(%)

구분 1순위 2순위 전체

안정적인�돌봄서비스 86 22 108(27.0)

쾌적하고�안전한�주거생활 30 55 85(21.3)

가족의�돌봄�부담�경감 30 32 62(15.5)

저렴한�가격 15 19 34(8.5)

취약계층�돌봄�공백�해소 14 18 32(8.0)

학대�등�인권침해�문제해결 12 8 20(5.0)

다양한�프로그램 2 16 18(4.5)

돌봄�일자리�확대 2 10 12(3.0)

고독사�감소 2 8 10(2.5)

양질의�식사 3 6 9(2.3)

돌봄�종사자�처우개선 3 5 8(2.0)

기타 1 1 2(0.5)

합계 200 200 400(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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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Ⅲ-31.�관악구�공공요양시설�건립�시�기대되는�것(연령대별) 전체응답�기준,�단위:�%

40-54세 55-64세 65-74세

  

주.�주요응답�1-4위의�분포임

�표�Ⅲ-25.�관악구�공공요양시설�건립�시�기대되는�것(연령대별) 전체응답�기준,�단위:�명(%)

구분 40-54세 55-64세 65-74세

안정적�돌봄서비스 49(25.9) 37(30.6) 22(25.3)

쾌적하고�안전한�주거생활 35(18.5) 28(23.1) 22(25.3)

가족�돌봄�부담�경감 34(18.0) 15(12.4) 13(14.9)

저렴한�가격 14(11.6) 15(12.4) 5(5.7)

취약계층�돌봄�공백�해소 22(7.4) 5(4.1) 5(5.7)

학대�등�문제해결 8(4.2) 5(4.1) 7(8.0)

다양한�프로그램 7(3.7) 5(4.1) 5(5.7)

일자리�확대 7(3.7) 3(2.5) 2(2.3)

고독사�감소 4(3.2) 4(3.3) 2(2.3)

양질의�식사 3(2.1) 3(2.5) 3(3.4)

종사자�처우개선 6(1.6) 1(0.8) 1(1.1)

합계 189(100.0) 121(100.0) 8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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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요양시설�운영�시�관악구가�특별히�신경써야�할�것

ㅇ 공공요양시설 운영 시 관악구가 특별히 신경 써야 할 사항으로는, ‘투명하고 공개적인 

운영’이 107명(26.9%)로 가장 많았고, ‘서비스의 질(전문성)’ 69명(17.3%), ‘입소자 생활

의 자유와 인격 존중’ 67명(16.8%)의 순으로 나타남

– 대체로 민간요양시설에서 기대하기 어렵거나 민간요양시설의 문제로 지적되어 

온 사항임

– 외부인이 접근하기 어려운 요양시설의 폐쇄성, 낮은 서비스의 질, 학대 등 인권 

침해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가 있음

– 공공요양시설은 요양시설에 불신을 키워온 이러한 요인들을  해결하기 위해 우

선적으로 투명한 운영시스템을 통해 시설의 개방성을 확대해야 함

ㅇ 연령대별로 보면, 65세 이상 그룹에서 인식 차가 드러남

– 대체로 ‘투명하고 공개적인 운영’, ‘서비스 품질’에 대한 욕구가 높은 가운데,  65세 

이상의 경우 ‘주민 참여 기회 보장’, ‘돌봄종사자 인권 교육’에 대한 수요도 높게 

나타남

Ÿ 당사자 그룹으로서 공개적 운영과 서비스 품질, 인권 문제에 대한 민감도가 

높다고 볼 수 있음

�그림�Ⅲ-32.�공공요양시설�운영�시�관악구가�특별시�신경써야�할�것 전체응답� 기준,� 단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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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Ⅲ-26.�공공요양시설�운영�시�관악구가�특별시�신경써야�할�것 전체응답� 기준,� 단위:� 명(%)

구분 1순위 2순위 전체

투명하고�공개적인�운영 89� 18 107(26.9)

서비스�질(전문성) 42 27 69(17.3)

입소자�생활의�자유와�인격�존중 25 42 67(16.8)

입소자�선정의�공정성 16 27 43(10.8)

돌봄종사자�인권�교육 9 16 25(6.3)

적정�가격�유지 8 16 24(6.0)

주민의�다양한�참여�기회�보장 3 19 22(5.5)

지역�복지자원�연계 - 16 16(4.0)

민간요양시설�서비스�품질�관리 4 9 13(3.3)

양질�돌봄�일자리 2 4 6(1.5)

돌봄당사자�인권�교육 1 5 6(1.5)

합계 199 199 398(100.0)

�그림�Ⅲ-33.�공공요양시설�운영�시�관악구가�특별시�신경써야�할�것(연령대별) 전체응답� 기준,� 단위:� %

40-54세 55-64세 65-74세

  

주.�주요응답�1-4위의�분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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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Ⅲ-27.�공공요양시설�운영�시�관악구가�특별시�신경써야�할�것(연령대별) 전체응답� 기준,� 단위:� 명(%)

구분 40-54세 55-64세 65세�이상

투명하고�공개적인�운영 51(27.1) 30(24.6) 26(29.5)

서비스�질(전문성) 34(18.1) 23(21.3) 12(13.6)

주민의�다양한�참여�기회�보장 7(3.7) 4(3.3) 11(12.5)

돌봄종사자�인권�교육 11(5.9) 4(3.3) 10(11.4)

입소자�생활의�자유와�인격�존중 33(17.6) 26(18.9) 8(9.1)

입소자�선정의�공정성 22(11.7) 14(11.5) 7(8.0)

적정�가격�유지 11(5.9) 8(6.6) 5(5.7)

민간요양시설�서비스�품질�관리 4(2.1) 5(4.1) 4(4.5)

돌봄당사자�인권�교육 2(1.1) 2(1.6) 2(2.3)

지역�복지자원�연계 8(4.3) 6(4.9) 2(2.3)

양질의�돌봄�일자리 5(2.7) - 1(1.1)

합계 188(100.0) 122(100.0) 88(100.0)

□ 공공요양시설의�주민�참여�방식

ㅇ 공공요양시설의 주민 참여 방식으로는 ‘간담회, 공청회 등 정기적인 의사수렴 절차를 

통한 참여’가 105명(26.4%)으로 가장 많고, ‘공공요양시설 일자리에 주민 고용’  66명

(16.6%), ‘정기적인 주민 참여행사’ 64명(16.1%), ‘공공요양시설 위탁 운영’ 61명(15.4%)

의 순으로 나타남(전체응답 기준)

– 1순위 응답의 경우  ‘간담회, 공청회 등 정기적인 의사수렴 절차를 통한 참여’가 

66명(33.2)으로 1위, ‘출자를 통한 직접 참여’가 34명(17.1%)으로 2위,  ‘의사결정기

구 참여’ 33명(16.6%) 3위로, 정기적인 의사수렴과 의사결정과정에의 직접적인 참

여 의사가 높았음

– 2순위 응답의 경우 ‘정기적인 주민참여 행사’가 53명(26.8%), ‘간담회, 공청회 등 

정기적인 의사수렴 절차를 통한 참여’가 39명 (19.7%)으로 1순위를 보완하는 참여

기제로 정기적 행사나 간담회 등이 제시됨

– 간담회 등 정기적인 의사수렴은 주민들의 접근과 참여가 비교적 수월하다는 장

점이 있음

Ÿ 정기적 의사수렴 절차를 통해 시설 운영의 투명성 및 공공성, 서비스 질, 입소

자 삶의 질 등의 확대·증진을 위한 주요 결정사항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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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고용, 주민참여, 위탁 운영 등 주민들이 정책의 대상이 아닌 주체로서 활동하

고자 하는 의지가 높게 표출됨

ㅇ 65세 이상 당사자 그룹의 경우 다른 연령층에 비해 직접적인 참여 욕구가 강하게 나타

남

– 다른 연령층에 비해 ‘주민공동체의 공공요양시설 위탁운영’(19.8%)에 대한 선호

도가 높게 나타남

– 이와 함께 ‘주민 고용’, ‘의사결정기구 참여’,  ‘출자를 통한 직접 참여’ 욕구도 높아

(각 14.3%) 공공요양시설에 대한 필요도와 개방적 운영에 대한 민감도가 높았음

– 공공요양시설의 건립과 운영 방식에 대해 해 높은 관심을 표출한 것이라 할 것임

�그림�Ⅲ-34.�공공요양시설�운영�시�주민�참여�방식 전체응답� 기준,� 단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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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Ⅲ-28.�공공요양시설�운영�시�주민�참여�방식 단위:� 명(%)

구분 1순위 2순위 전체

간담회,�공청회�등�정기적인�의사수렴 66 39 105(26.4)

주민�고용 30 36 66(16.6)

정기적인�주민참여�행사 11 53 64(16.1)

주민공동체의�공공요양시설�위탁�운영 20 41 61(15.4)

의사결정기구�참여 33 14 47(11.8)

출자를�통한�직접�참여 34 6 40(10.1)

주민공동체의�부대시설�운영 4 9 13(3.3)

기타 1 - 1(0.3)

합계 199 198 397(100.0)

�그림�Ⅲ-35.�공공요양시설�운영�시�주민�참여�방식(연령대별) 전체응답� 기준,� 단위:� 명(%)

40-54세 55-64세 65-74세

  

주.�주요응답�1-4위의�분포임

�표�Ⅲ-29.�공공요양시설�운영�시�주민�참여�방식(연령대별) 전체응답� 기준,� 단위:� 명(%)

구분 40-54세 55-64세 65-74세

간담회�등�정기적인�의사수렴 56(30.1) 29(23.8) 20(22.0)

주민�고용 34(18.3) 19(15.6) 13(14.3)

정기적인�주민참여�행사 31(16.7) 22(18.0) 11(12.1)

주민공동체의�공공요양시설�위탁�운영 24(12.9) 19(15.6) 18(19.8)

의사결정기구�참여 22(11.8) 15(12.3) 13(14.3)

출자를�통한�직접�참여 13(7.0) 14(11.5) 13(14.3)

주민공동체의�부대시설�운영 6(3.2) 4(3.3) 3(3.3)

합계 186(100.0) 122(100.0) 91(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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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악구�공공요양시설에�대한�수요-종류

ㅇ 관악구 주민들이 기대하는 공공요양시설의 종류는 다양하게 나타남

– 주민들이 선호하는 공공요양시설 종류는 노인요양원,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노

인지원주택이 비슷함 

Ÿ 충분한 의견수렴을 하지 못할 경우, 공공요양시설의 건립이 오히려 주민 갈등

을 유발할 수 있음

�그림�Ⅲ-36.�관악구�공공요양시설에�대한�수요-종류 단위:�명(%)

�그림�Ⅲ-37.�관악구�공공요양시설에�대한�수요-종류(연령대별)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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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Ⅲ-30.�관악구�공공요양시설에�대한�수요-종류(연령대별) 단위:�명(%),�p<0.05

구분 합계 40-54세 55-64세 65-74세

노인요양원 71(35.9) 42(44.7) 15(25.0) 14(31.8)

노인지원주택 70(35.4) 33(35.1) 19(31.7) 18(40.9)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53(26.8) 17(18.1) 24(40.0) 12(27.3)

기타 4(2.0) 2(2.1) 2(3.3) -

합계 198(100.0) 94(100.0) 60(100.0) 44(100.0)

ㅇ 반면, 연령대별로 선호하는 공공요양시설의 종류에는 차이가 있음

– 40-54세 그룹의 경우 ‘노인요양원’(42명, 44.7%)에 대한 수요가 가장 높고, 노인지

원주택이 다음 순임(33명, 35.1%)

– 55-64세의 경우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24명, 40.0%)에 대한 수요가 가장 높고, 

‘노인지원주택’(19명, 31.7%)이 그 뒤를 이었음

– 65-74세 그룹은 ‘노인지원주택’이 18명(40.9%), 노인요양원이 14명(31.8%)로 나타

남

□ 관악구�공공요양시설에�대한�수요-형태

ㅇ 공공요양시설의 형태 또한 주민들의 의견이 다양하게 나타남

– ‘일반 병원/요양원과 같은 시설형태’가 72명(36.5%), ‘가정집과 같은 주택형태’ 62

명(31.5%), ‘아파트/빌라 같은 노인지원주택 형태’ 62명(31.5%)으로 차이를 보이지 

않음

Ÿ 다양하고 복잡해지는 돌봄 수요를 고스란히 반영한 결과라 할 것임

Ÿ 단일한 형태가 아닌 다양한 형태의 접근이 필요함

ㅇ 연령대별로 원하는 시설의 형태에 차이가 있음

– 다른 연령대에서는 주로 ‘일반 병원·요양원과 같은 시설형태’를 원하는 것과 달

리, 50-64세 그룹은 ‘가정집과 같은 주택형태’에 대한 선호가 높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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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Ⅲ-38.�관악구�공공요양시설에�대한�수요-형태 단위:�명(%)

�그림�Ⅲ-39.�관악구�공공요양시설에�대한�수요-형태(연령대별) 단위:�%

�표�Ⅲ-31.�관악구�공공요양시설에�대한�수요-형태(연령대별) 단위:�명(%)

구분 합계 40-54세 55-64세 65-74세

일반�병원/요양원과�같은�시설형태 72(36.5) 36(38.3) 18(29.5) 18(42.9)

가정집과�같은�주택형태 62(31.5) 25(26.6) 26(42.6) 11(26.2)

아파트/빌라�같은�노인지원주택�형태 62(31.5) 33(35.1) 16(26.2) 13(31.0)

기타 1(0.5) - 1(1.6) -

합계 197(100.0) 94(100.0) 61(100.0) 42(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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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악구�공공요양시설에�대한�수요-거주유형

ㅇ 거주 유형에 대한 수요는 단독거주와 공동거의 비율이 비슷하게 나타남 

– 단독거주에 대한 선호가 조금 높았으나, 공동거주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

Ÿ 개인 사생활 보장 등에 대한 욕구가 존재하나, 동시에 시설 생활에서 홀로 생

활시 느낄 외로움에 대한 우려도 존재하는 것으로 보임

Ÿ 대부분의 노인요양시설이 공동거주를 전제로 운영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단

독거주에 대한 수요는 매우 높게 나타난 것으로 평가됨. 앞서 실버타운에 대

한 수요가 높았던 것과 같이 돌봄서비스를 충분히 받으면서도 독립적인 삶을 

누리고 싶은 욕구가 강하다는 점을 시사함

ㅇ 연령대별 거주 유형은 다른 서로 다른 양상을 보임

– 40-54세는 단독거주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반면, 65세 이상 그룹은 공동거주에 대

한 선호도가 높음

�그림�Ⅲ-40.�관악구�공공요양시설에�대한�수요-거주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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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Ⅲ-41.�관악구�공공요양시설에�대한�수요-거주유형(연령대별) 단위:�%

�표�Ⅲ-32.�관악구�공공요양시설에�대한�수요-거주유형(연령대별) 단위:�명(%)

구분 합계 40-54세 55-64세 65세�이상

단독거주 104(52.8) 56(59.6) 30(49.2) 18(42.9)

공동거주 90(45.7) 36(38.3) 30(49.2) 24(57.1)

기타 3(1.5) 2(2.1) 1(1.6) -

합계 197(100.0) 94(100.0) 61(100.0) 42(100.0)

□ 관악구�공공요양시설에�대한�수요-규모

ㅇ 공공요양시설의 규모에 대해서는 중규모 시설(90명, 45.0%)과 소규모 시설(8.명, 41.5%)

에 대한 수요가 높게 나타남

– 주로 소규모나 중규모를 원하지만, 대규모에 대한 욕구도 존재함

Ÿ 기존 요양시설에 대한 인식과 요양시설에 대한 개인적인 경험 등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으로 추측됨

ㅇ 선호하는 공공요양시설의 규모는 연령대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전체적으로 모든 연령대에서 소규모와 중규모에 대한 선호도는 비슷하거나 중규

모가 조금 더 많은 양상을 나타내고 있음

– 65세 이상 그룹의 대규모 시설에 대한 선호가 다른 연령대과 비교할 때 뚜렷하게 

낮게 나타남(2명, 4.5%). 공공요양시설이 건립될 경우 당사자 그룹에 포함될 주민

들이 중규모나, 소규모 시설에 대한 수요가 높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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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Ⅲ-42.�관악구�공공요양시설에�대한�수요-규모 단위:�명(%)

�그림�Ⅲ-43.�관악구�공공요양시설에�대한�수요-규모(연령대별) 단위:�%

�표�Ⅲ-33.�관악구�공공요양시설에�대한�수요-규모(연령대별) 단위:�명(%)

구분 합계 40-54세 55-64세 65세�이상

소규모(9명�이하) 83(41.5) 38(40.0) 26(42.6) 19(43.2)

중규모(40명�내외) 90(45.0) 41(43.2) 26(42.6) 23(52.3)

대규모(100명�이상) 27(13.5) 16(16.8) 9(14.8) 2(4.5)

합계 200(100.0) 95(100.0) 61(100.0) 44(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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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악구�공공요양시설에�대한�수요-주변�환경

ㅇ 주변 환경은 ‘자연친화적인 곳’보다는 ‘대중교통, 의료‧복지시설 등의 편의시설이 충

분한 곳’을 조금 더 선호하는 것으로 확인됨

– 자연친화적인 분위기와 편의시설이 풍부한 곳에 대해서 선호가 비슷하며, 이는 

요양시설에서 기대하는 삶의 모습이 각기 다르기 때문으로 보임

ㅇ 다른 연령대와 다르게 50-64세 그룹의 경우 ‘자연친화적인 곳’에 대한 선호도가 조금 

더 높게 나타남

�그림�Ⅲ-44.�관악구�공공요양시설에�대한�수요-주변�환경 단위:�명(%)

�그림�Ⅲ-45.�관악구�공공요양시설에�대한�수요-주변�환경(연령대별)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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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Ⅲ-34.�관악구�공공요양시설에�대한�수요-주변�환경(연령대별) 단위:�명(%)

구분 합계 40-54세 55-64세 65-74세

대중교통,�의료·복지시설�등
편의시설이�충분한�곳

106(53.5) 54(57.4) 27(44.3) 25(58.1)

나무,�잔디�등�자연친화적인�곳 91(46.0) 40(42.6) 33(54.1) 18(41.9)

기타 1(0.5) - 1(1.6) -

합계 198(100.0) 94(100.0) 61(100.0) 43(100.0)

□ 관악구�공공요양시설에�대한�수요-주변의�분위기

ㅇ 공공요양시설 주변의 분위기에 대해서는 대체로 ‘유동인구가 많고 활기찬 곳’보다는 

‘한적하고 조용한 곳’을 선호함

– 앞서 시설의 입지조건에 대해서는  ‘대중교통, 의료·복지시설 등 편의시설이 충분

한 곳’에 대한 수요가 높지만, 전반적 분위기는 평온하고 안정된 분위기를 바라는 

것으로 보임

ㅇ 모든 연령대에서 ‘한적하고 조용한 곳’에 대한 선호도가 높게 나타남

�그림�Ⅲ-46.�관악구�공공요양시설에�대한�수요-주변의�분위기 단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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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Ⅲ-47.�관악구�공공요양시설에�대한�수요-주변의�분위기(연령대별) 단위:�%

�표�Ⅲ-35.�관악구�공공요양시설에�대한�수요-주변의�분위기(연령대별) 단위:�명(%)

구분 합계 40-54세 55-64세 65-74세�

한적하고�조용한�곳 162(81.4) 76(80.0) 52(85.2) 34(79.1)

유동인구가�많고�활기찬�곳 32(16.1) 18(18.9) 6(9.8) 8(18.6)

기타 5(2.5) 1(1.1) 3(4.9) 1(2.3)

합계 199(100.0) 95(100.0) 61(100.0) 43(100.0)

□ 관악구�공공요양시설에�대한�수요-하루�일과

ㅇ 공공요양시설에서의 하루 일과에 대해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는 곳’ 110명(55.6%), 

‘개인활동이 보장된 곳’ 87명(43.9%)으로 시설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과 서비스에 대

한 기대가 조금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됨

– 응답자들은 입소 후 생활에 대해 자율권과 선택권, 개방성 등을 중시여기지만, 그

보다 기본적으로 공공요양시설에서 제공하는 양질의 돌봄 서비스와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가 크다는 것을 의미함

ㅇ 모든 연령대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가 보다 높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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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Ⅲ-48.�관악구�공공요양시설에�대한�수요-하루�일과 단위:�명(%)

�그림�Ⅲ-49.�관악구�공공요양시설에�대한�수요-하루�일과(연령대별) 단위:�%

�표�Ⅲ-36.�관악구�공공요양시설에�대한�수요-하루�일과(연령대별) 단위:�명(%)

구분 합계 40-54세 55-64세 65-74세

다양한�프로그램이�있는�곳 110(55.6) 52(55.3) 33(54.1) 25(58.1)

개인�활동이�보장된�곳 87(43.9) 42(44.7) 27(44.3) 18(41.9)

기타 1(0.5) - 1(1.6) -

합계 198(100.0) 94(100.0) 61(100.0) 43(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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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악구�공공요양시설에�대한�수요-주�생활공간

ㅇ 주 생활공간에 대한 수요는 ‘1인실’이 92명(46.5%)으로 가장 높고, ‘2인실’ 75명(37.9%), 

‘3인 이상의 다인실’ 31명(15.7%)의 순이었음

ㅇ 연령대가 올라갈수록 ‘1인실’에 대한 수요는 줄고, ‘2인실’이나 ‘다인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을 알 수 있음

– 40-54세와 50-64세 그룹의 경우 ‘1인실’에 대한 선호가 높은 반면, 65세 이상 그룹

은 ‘2인실’에 대한 응답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남

– 65세 이상 그룹에서는 다른 연령층에 비해‘다인실’에 대한 응답 비중이 매우 높게 

나타남

Ÿ 노인의 경우 외로움, 고독감 등에 대한 두려움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크고, 공

동생활에 대한 거부감도 낮은 것으로 보임

�그림�Ⅲ-50.�관악구�공공요양시설에�대한�수요-주�생활공간 단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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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Ⅲ-51.�관악구�공공요양시설에�대한�수요-주�생활공간(연령대별) 단위:�%

�표�Ⅲ-37.�관악구�공공요양시설에�대한�수요-주�생활공간(연령대별) 단위:�명(%),�p<0.05

구분 합계 40-54세 55-64세 65세�이상

1인실 92(46.5) 52(55.9) 28(45.9) 12(27.3)

2인실 75(37.9) 31(33.3) 24(39.3) 20(45.5)

3인�이상의�다인실 31(15.7) 10(10.8) 9(14.8) 12(27.3)

합계 198(100.0) 94(100.0) 61(100.0) 44(100.0)

□ 관악구�공공요양시설에�대한�수요-비용

ㅇ 공공요양시설의 이용 비용에 대해서는 ‘차등비용’보다는 ‘동일하고 저렴한 비용’을 주

로 선호함

– 시설이용에 대한 부담이 가족의 경제적 부담으로 이어지는 것에 대한 우려가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임

ㅇ 모든 연령대에서 차등 비용보다는 동일의 저렴한 비용에 대한 선호가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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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Ⅲ-52.�관악구�공공요양시설에�대한�수요-비용 단위:�명(%)

�그림�Ⅲ-53.�관악구�공공요양시설에�대한�수요-비용(연령대별) 단위:�%

�표�Ⅲ-38.�관악구�공공요양시설에�대한�수요-비용(연령대별) 단위:�명(%)

구분 합계 40-54세 55-64세 65세�이상

동일하고�저렴한�비용 149(74.9) 71(75.5) 44(72.1) 34(77.3)

차등�비용(서비스/옵션�선택�등) 49(24.6) 23(24.5) 16(26.2) 10(22.7)

기타 1(0.5) - 1(1.6) -

합계 199(100.0) 94(100.0) 61(100.0) 44(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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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악구�공공요양시설에�대한�수요-개방성

ㅇ 입소자의 안전을 위해 외출과 방문을 통제하기보다는 외출과 방문이 자유로운 시설

을 선호함

– 시설에 입소하더라도 기존의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바람, 관계의 단절에 대

한 두려움, 다양한 여가활동에 대한 욕구가 복합적으로 작용함

– 안전을 위한 기본적인 통제 외에는 개방된 시설 운영을 통해 입소자의 자유로운 

생활을 보장하고, 학대 등 인권 침해에 문제에 사회적 대응이 가능한 상태를 유지

할 필요가 있음

�그림�Ⅲ-54.�관악구�공공요양시설에�대한�수요-개방성 단위:�명(%)

�그림�Ⅲ-55.�관악구�공공요양시설에�대한�수요-개방성(연령대별)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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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Ⅲ-39.�관악구�공공요양시설에�대한�수요-개방성(연령대별) 단위:�명(%)

구분 합계 40-54세 55-64세 65-74세�

입소자�외출과�외부인�방문이�자유로운�곳 189(94.5) 90(94.7) 58(95.1) 41(93.2)

입소자�외출과�외부인�방문이�통제되는�곳 6(3.0) 3(3.2) 1(1.6) 2(4.5)

기타 5(2.5) 2(2.1) 2(3.3) 1(2.3)

합계 200(100.0) 95(100.0) 61(100.0) 44(100.0)

□ 관악구�공공요양시설에�대한�수요-선택권

ㅇ 공공요양시설 입소 시 선택권이 보장되었으면 하는 내용은, ‘TV 시청, 취미 등 개인활

동 시간’이 83명(20.8%)으로 가장 많았고, ‘프로그램의 종류’ 48명(14.8%), ‘돌봄서비스

의 종류’ 57명(14.3%), ‘가족, 지인의 방문시기와 기간’ 53명(13.3%) 순으로 나타남

– 1순위 응답의 경우 ‘취침/기상시간’이 1위(47명, 23.5%), ‘개인활동 시간’이 2위(46

명,  23.0%)로 전체의 46.5%를 차지함

–  2순위 응답으로는  ‘가족, 지인의 방문시기와 기간’이  1위(40명, 20.1%), ‘개인활동 

시간’이 2위(37명, 18.6%)임

– 서비스나 프로그램의 선택권이 비용을 지불한 입소자의 권리에 해당하는 사항이

라면, 개인활동 시간이나 취침/기상시간 등은 자유와 인격적 존중에 관한 문제와 

연관됨

ㅇ 순서에 차이는 있지만 ‘개인활동 시간’, ‘돌봄서비스 종류’, ‘프로그램 종류’, ‘가족‧지인

의 방문시기와 기간’, ‘취침/기상시간’ 등에서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바라는 것으로 나

타남

– 다만 65세 이상 그룹의 경우 ‘취임/기상 시간’이 1위(13명, 16.7%), ‘식사 메뉴’의 선

택권 보장이 4위(10명, 12.8%)로, 다른 연령대와 차이를 보임

– 당사자 그룹의 현실적 욕구를 시설 운영시 반영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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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Ⅲ-56.�관악구�공공요양시설에�대한�수요-선택권 단위:� 명(%)

�표�Ⅲ-40.�관악구�공공요양시설에�대한�수요-선택권 단위:�명(%)

구분 1순위 2순위 전체

TV�시청,�취미�등�개인활동�시간 46 37 83(20.8)

이용하고�싶은�프로그램�종류 27 32 59(14.8)

제공받을�수�있는�돌봄서비스�종류 25 32 57(14.3)

가족,�지인의�방문�시기와�기간 13 40 53(13.3)

취침/기상시간 47 3 50(12.5)

외출/외박기간 11 23 34(8.5)

식사�메뉴 13 9 22(5.5)

종교�활동 8 6 14(3.5)

식사�시간 6 8 14(3.5)

목욕시간과�방법 4 3 7(1.8)

서비스�제공�담당자 - 6 6(1.5)

합계 200 199 399(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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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Ⅲ-57.�관악구�공공요양시설에대한�수요-선택권(연령대별) 단위:�%

40-54세 55-64세 65-74세

주.�주요응답�1-5위의�분포임

�표�Ⅲ-41.�관악구�공공요양시설에�대한�수요-선택권(연령대별) 단위:�명(%)

구분 40-54세 55-64세 65세�이상

취침/기상시간 22(11.6) 15(12.3) 13(16.7)

이용하고�싶은�프로그램�종류 26(13.8) 22(18.0) 11(14.1)

제공받을�수�있는�돌봄서비스�종류 31(16.4) 15(12.3) 11(14.1)

TV�시청,�취미�등�개인�활동�시간 38(20.1) 25(20.5) 10(12.8)

식사�메뉴 8(4.2) 4(3.3) 10(12.8)

가족,�지인의�방문�시기와�기간 31(16.4) 14(11.5) 8(10.3)

외출/외박기간 14(7.4) 12(9.8) 8(10.3)

목욕시간과�방법 2(1.1) 2(1.6) 3(3.8)

종교�활동 6(3.2) 6(4.9) 2(2.6)

식사�시간 6(3.2) 6(4.9) 2(2.6)

서비스�제공�담당자 5(2.6) 1(0.8) -

합계 189(100.0) 122(100.0) 78(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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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악구�공공요양시설에�대한�수요-프로그램

ㅇ 공공요양시설에서 이용하고 싶은 프로그램은 ‘신체 건강 프로그램’ 87명(21.8%), ‘여가 

프로그램’ 74명(18.5%), ‘치료‧재활 프로그램’ 65명(16.3%)의 순임(전체응답 기준)

ㅇ 이는 연령대별 수요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남

– 다만, 주요 3대 프로그램에 이어 40-54세 그룹은 ‘뇌기능 프로그램’, 55-65세 그룹

은 ‘정신건강 프로그램’, 65세 이상 그룹은 ‘사회활동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가 그 

뒤를 이었음

– 대상에 따라 기본 프로그램과 선택 프로그램 등 탄력적 운영이 가능할 것임

�그림�Ⅲ-58.�관악구�공공요양시설에�대한�수요-프로그램 단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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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Ⅲ-42.�관악구�공공요양시설에�대한�수요-프로그램 단위:�명(%)

구분 1순위 2순위 전체

체조,�운동�등의�신체�건강�프로그램 73 14 87(21.8)

노래교실,�텃밭�가꾸기�등�다양한�여가프로그램 22 52 74(18.5)

전문적인�치료·재활�프로그램 32 33 65(16.3)

치매예방�및�뇌기능�회복프로그램 29 19 48(12.0)

명상,�상담�등의�정신�건강�프로그램 20 17 37(9.3)

지역사회�자원봉사�등�다양한�사회활동�프로그램 4 30 34(8.5)

노인�일자리�제공�프로그램 5 13 18(4.5)

웰다잉�프로그램(이별�준비,�유품·유산�정리�등) 6 10 16(4.0)

입소자�생활지원과�같은�시설�내�자원봉사�프로그램 4 8 12(3.0)

컴퓨터,�영어,�인문학�등�교육�프로그램 5 4 9(2.3)

합계 200 200 400(100.0)

�그림�Ⅲ-59.�관악구�공공요양시설에�대한�수요-프로그램(연령대별)

40-54세 55-64세 65-74세

  

주.�주요응답�1-4위의�분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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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Ⅲ-43.�관악구�공공요양시설에�대한�수요-프로그램(연령대별) 단위:�명(%)

구분 40-54세 55-64세 65세�이상

신체�건강�프로그램 52(26.0) 22(18.0) 23(26.1)

여가�프로그램 38(19.0) 22(18.0) 14(15.9)

치료�재활�프로그램 31(15.5) 20(16.4) 14(15.9)

사회활동�프로그램 13(6.5) 11(9.0) 10(11.4)

뇌기능�프로그램 26(13.0) 13(10.7) 9(10.2)

자원봉사�프로그램 3(2.0) 3(2.5) 6(6.8)

정신�건강�프로그램 15(7.5) 17(13.9) 5(5.7)

웰다잉�프로그램 7(3.5) 5(4.1) 4(4.5)

일자리�프로그램 11(5.5) 5(4.1) 2(2.3)

교육�프로그램 4(1.5) 4(3.3) 1(1.1)

합계 200(100.0) 122(100.0) 88(100.0)

□ 관악구�공공요양시설에�대한�수요-주변�공간

ㅇ 관악구 공공요양시설이나 그 주변에 있었으면 하는 공간은 ‘내외부인과 자유로운 만

남과 대화가 가능한 카페’,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산책로’, ‘방문자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독립된 공간’, ‘식물을 기르고 가꿀 수 있는 텃밭’ 등으로 조사됨

– 요양시설 입소 이후 사회적으로 단절되기보다는 인간관계가 지속되기를 바라는 

것이라 볼 수 있음

ㅇ 모든 연령대에서 유사한 수준의 수요가 발생하였음

�그림�Ⅲ-60.�관악구�공공요양시설에�대한�수요-주변�공간 단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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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Ⅲ-44.�관악구�공공요양시설에�대한�수요-주변�공간 단위:�명(%)

구분 1순위 2순위 전체

내외부인과�자유로운�만남과�대화가�가능한�카페 73 21 94(23.6)

안전하게�이용할�수�있는�산책로 47 45 92(23.1)

방문자와�함께�시간을�보낼�수�있는�독립된�공간 19 44 63(15.8)

식물을�기르고�가꿀�수�있는�텃밭 33 24 57(14.3)

임종을�앞두고�가족과�함께�시간을�보낼�수�있는�공간 7 18 25(6.3)

종교생활을�할�수�있는�공간 4 19 23(5.8)

입소�시�적응기간�동안�가족과�함께�생활할�공간 10 13 23(5.8)

생필품과�간식을�살�수�있는�매점 5 9 14(3.5)

비용부담을�줄이는�공공장례식장 1 7 8(2.0)

합계 199 200 366(100.0)

�그림�Ⅲ-61.�관악구�공공요양시설에�대한�수요-주변�공간(연령대별) 단위:�%

40-54세 55-64세 65-74세

주.�주요응답�1-4위의�분포임

�표�Ⅲ-45.�관악구�공공요양시설에�대한�수요-주변�공간(연령대별) 단위:�명(%)

구분 40-54세 55-64세 65-74세

만남과�대화�가능한��카페 50(26.5) 25(20.5) 19(21.6)

산책로 49(25.9) 25(20.5) 18(20.5)

방문자와�보낼�독립된�공간 27(14.3) 21(17.2) 15(17.0)

텃밭 25(13.2) 21(17.2) 11(12.5)

종교공간 4(2.1) 10(8.2) 9(10.5)

매점 5(2.6) 4(3.3) 5(5.7)

임종�준비�공간 16(8.5) 5(4.1) 4(4.5)

적응기간�생활공간 8(4.2) 11(9.0) 4(4.5)

공공�장례식장 5(2.6) - 3(3.4)

합계 189(100.0) 122(100.0) 88(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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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요양시설�건립�시�참여하고�싶은�방식이나�할�수�있는�일

�그림�Ⅲ-62.�공공요양시설�건립�시�참여하고�싶은�방식이나�할�수�있는�일

ㅇ 관악구 공공요양시설이 건립될 경우 “참여하고 싶은 방식이나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질문에는 ‘자원봉사’가 가장 많았음

– 구체적으로는 종교생활, 청소, 명상, 미용, 조리, 텃밭, 운동, 노래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 의지가 높았음

Ÿ 공공요양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주민들의 자원봉사를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

램 운영이 가능할 것임

Ÿ 입소자 뿐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통해 지역사회 포용력을 넓히고 요양

시설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해소할 수 있으리라 기대됨

– 자원봉사 외에도 요양시설 취업, 간담회 및 공청회와 같은 정기적 의사수렴 과정

에의 참여, 의사결정기구 참여, 출자를 직접 참여 등에 대한 욕구가 높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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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악구�공공요양시설에�바라는�점

�그림�Ⅲ-63.�관악구�공공요양시설에�바라는�점

�

ㅇ 마지막으로 관악구 공공요양시설 건립 및 운영에 있어 바라는 사항을 조사함

– 공공요양시설에 대해 주민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키워드는 ‘투명’, ‘공정’, ‘쾌

적’, ‘환경’으로 나타남

Ÿ 많은 주민들은 운영에 있어서 공공요양시설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되기

를 바라고 있음.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의 공정성, 운영의 투명성, 시설의 개방

성 등이 주요한 수요라 할 것임

– 이와 함께 쾌적한 환경을 비롯해 입소자와 종사자의 인권이 보장되기를 원함

Ÿ 기존의 요양시설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공공요양시설을 통해 해소되길 

바라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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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노인장기요양과�돌봄의�공공성

□ 고령화와�노인요양�수요�증가

ㅇ 고령인구의 증가에 따라 장기요양에 대한 수요 또한 증가하고 있음. 

– 특히 서울과 경기를 중심으로 하는 수도권 인구 집중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 대규

모 인구집단인 베이비부머의 상당수가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어 향후 장기요양 

수요가 점차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이윤경 등, 2020)

– 그러나 전국 평균과 비교할 때 서울의 시설급여 이용률은 매우 낮은 편임. 대도시 

요양시설 설치운영에서 높은 지가 문제가 원인으로 예상됨

ㅇ 지역별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이용 행태는 지역의 가족구조, 장기요양 또는 부양에 대

한 가치관, 서비스 공급의 특성에 따라 차이가 나는 것으로 예측됨(이윤경 등, 2020)

– 지역별 고령인구의 특성, 서비스 공급 특성 및 지역 문화 등에 따라 인정자 규모 

및 급여 이용 패턴에 차이가 있음

ㅇ 장기요양서비스는 노인이 거주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제공되는 특성이 있는데 이는 

정책적으로 노인이 지역사회에서 계속 거주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함

– 요양시설은 노인인구의 많고 적음의 문제만이 아니라 노인인구가 있는 곳에서는 

가족과 근거리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균등하게 분포되어 있어야 선택

이 용이할 수 있음. 따라서 분포를 파악하고 부족한 권역을 중심으로 추가적인 요

양시설 건립이 필요할 수 있음(송인주,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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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족한�공립요양시설과�지역사회�편차�존재

ㅇ 영리민간비중은 높은 편이나 공립장기요양시설은 상당히 부족한 수준임 

– 2020년 기준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기관은 25,384개소에 이르고 있지만, 지방자

치단체가 설립한 공공요양기관은 244개소(1.0%)에 불과함

Ÿ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 시설급여기관 5,763개소 중 공공요

양기관은 113개소(2.0%)로 민간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상황임

– 지역 간 공공시설 인프라 부족으로 지역 간 편차가 존재하며 이 부분에 대한 공

공인프라 확충에 대한 요구가 있음 

Ÿ 요양시설의 지리적 불균등은 노인의 고령화에 따라 자연히 발생하는 서비스 

요구도의 증가와 시설요양의 필요성을 지역사회에 구현하기에 인프라가 충

분하지 않음을 말함

Ÿ 부족한 인프라로 인해 가족‧보호자와 살던 곳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요양시

설을 찾아야 하는 등 지역사회에서의 거주 및 노후 보장에 걸림돌이 됨

ㅇ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4년 11월 직영시설인 서울요양원을 설립해 운영하고 있으며, 

2020년 8월부터 치매전담형 공립노인요양시설인 서귀포공립요양원을 수탁운영 중임 

– 공단은 서귀포공립요양원 운영을 통해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대표성 있는 원가분

석 자료를 생산하여 적정수가 모형 제시, 회계의 투명성 검증, 장기요양종사자의 

보수, 근로시간 등 처우 개선 방안 마련에 활용할 계획임

ㅇ 공립 장기요양시설의 확대에는 이견이 존재함. 탈시설화 정책 기제로 인한 재가보호

기관 중심 인프라 확대와 다른 한편으로 공립시설의 역할 부재에 따른 공립시설 인프

라 확대라는 상반된 의견이 존재하고 있음(양성욱‧장창수‧최미영, 2020)

– 기본적으로 장기요양시설은 재가급여기관을 중심으로 확대하지만, 정부의 직접

서비스 제공자의 역할이 부족하다는 측면에서 최소한의 공립시설 확충이 지지받

고 있음 

– 서비스 제공의 역할모델, 민간 기관에 대한 선도자, 서비스 사각지대에 대한 대응 

측면에서 공립시설 설립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양성욱‧장창수‧최미영, 2020)

ㅇ 초기투자 비용이 높지 않는 재가기관의 설치는 단기간에 공급이 가능하나 초기 투자 

비용이 높은 시설 서비스는 공급에 한계가 나타날 수 있어 지자체 중심의 공립기관 확

대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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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립기관의 확대는 시설수요 충족을 위한 방안이기도 하지만 재가서비스 제공의 

안정적 운영과 서비스 질 향상 방안도 될 수 있을 것임

□ 장기요양과�돌봄의�공공성

ㅇ 장기요양시설은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며, 법인과 개인 모두 법인 회계에 근거하여 잔

여금을 익년으로 이월하여 회계를 관리하며 사유화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 이미 공

공적 성격을 갖는 운영기준을 갖추고 있음

– 그럼에도 영리사업자를 포함한 다양한 주체의 시장참여 허용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보인 이유는, 소규모 영리사업자의 확대로 질적 서비스의 보장이 미흡하

다는 점, 급격한 영리단체의 진입으로 인해 시장혼란이 초래되었다는 점, 전반적

인 공급과다에 따라 질적인 수준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점, 특히, 개인사업자에 의

한 시설의 급증으로 인한 과당경쟁으로 본인부담의 할인 및 면제 등 적정 운영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점 등이 꾸준히 문제로 제기됨

ㅇ 공공성(publicness)은 한 개인이나 단체가 아닌 일반 사회구성원 전체에 두루 관련되는 

성질로 정의됨. 또한 영어사전에서 공공(publicness)을 찾아보면, 국가(정부)가 직접 관

련되어 수행하는 일을 일컫기도 하고, 파생단어로 공공이익(public interest)은 사적 이

익(private interest)과 구분되는 공공, 공동의 이익으로 정의됨(석재은, 2008) 

– 공공성은 공동체 행위주체들이 민주적 절차를 통하여 정의의 가치를 추구하는 

속성으로 정의함 

– 공공성은 공익 대 사익이라는 이분법적인 프레임을 넘어 공(公)과 공(共)의 두 가

지 의미가 공동으로 사용되듯이 공익적인 것 뿐 아니라 공동체적 참여와 의사결

정이라는 차원이 동시에 결합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음

ㅇ 국가가 서비스의 재원조달자면서 서비스 공급자인 상황에서는 공공서비스가 곧 서비

스 공공성으로 이해되었지만, 복지혼합에 따른 민영화(privatization)로 재원조달에서도 

본인부담 등 이용자부담이 결합되고, 서비스 제공도 국가에서 비영리‧비영리 민간공

급자들로 상당부분 대체되면서 공공성의 개념은 보다 다의적이고 복잡한 개념으로 

변화함(석재은, 2016)

– 이용자, 기관, 종사자의 당장의 이익보다 안전하고 좋은 돌봄이 지속가능하도록 

서비스가 제공되고, 이용자‧종사자‧제공기관‧정부‧시민이 함께 참여하고 소통하

여 정책을 만들고, 정책‧기관운영‧회계 투명성을 담보하고 지역사회에서 수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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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및 감시가 이루어지는 자원환류체계를 만드는 것이 공공성을 담보하는 실

천이라 할 수 있음 

ㅇ 복지서비스 공급주체를 통해 공공성을 논할 때 단지 공공 직영의 복지시설의 경우에

만 공공성 수준이 높다고 평가하기 어려움

– 사회복지시설평가에서 평균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시설의 많은 경우가 지자체

가 직영하거나 반직영하는 구조를 가진 경우가 있어 단순히 공공이 복지공급주

체가 된다고 해서 공공성이 높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임

– 구체적으로 2018년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4개의 시설유형인 사회복지관, 노인복

지관, 양로시설,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대한 평가 결과 총점 평균은 87.6점이었

고 지방자치단체 직영시설(56개소)은 평균 48.5점으로 시설운영이 매우 부실한 

것으로 나타남

Ÿ 직영시설의 평가가 낮은 이유로 직원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한 업무 연속성

이 낮고, 지방자치단체 행사장 대여 등 단순 시설관리에 치중하기 때문이라고 

그 사유를 분석하기도 함(보건복지부, 2019)

ㅇ 따라서, 운영주체를 떠나 요양시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건은 공론

장 마련을 통한 숙의의 과정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이냐의 문제로 귀결될 것임

– 원활한 소통과 정보공개성 향상을 위해 시민의 의견을 개방적으로 청취하고자 

하는 구조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참여와 토론의 보장을 통해 서비스 품질과 책임성을 높여가기 위한 노력이 필요

함

ㅇ 또한, 공공성 약화를 예방하기 위한 대안으로 다양한 공급 주체의 참여를 검토할 때 

사회적경제조직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

– 복지국가의 복지부문 일자리 중 사회적경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게 확대

되고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사회적경제를 통해 사회서비스를 감당하는 비중

이 점점 늘어나고 있음

– 돌봄의 급격한 증가에 대비해 공급주체를 빠르게 확대하기 위해 참여시킨 상업

화된 민간이 공공성 악화의 주된 주체라고 볼 때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대의 경제 및 사회적목적 달성을 조직의 목표로 삼고 있는 사회적경제조직을 

공급주체로서 눈여겨보면서 주목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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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와�요양시설의�혁신�

ㅇ 코로나19시기 전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사망률을 보이는 대상은 노인인구로 대규모 

밀집형태의 시설, 보호장비를 갖추거나 착용하지 않고 일하는 직원들 등 요양원 간 상

당한 격차를 보이며 입소자들의 건강이 악화되는데 영향을 미침

– 서울시 요양시설 코로나 확진자는 26개 기관, 249명이 발생했으며, 확진자 발생 

설립주체 검토 결과 76%가 개인시설인 것으로 나타남(송인주, 2021)

– 시설면에서 보면 소규모 시설이 50개 병상 이상의 전통적인 모델보다 코로나 19 

발병률과 사망률이 적은 것으로 나타나 대규모 밀집형 시설이 감염병에 취약함

을 잘 보여주고 있음

– 이후 감염병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시설의 소규모화가 유망한 방법임을 확인

함 

ㅇ 전반적으로 요양시설의 경우 정원수 규모가 큰 요양시설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서울시의 경우는 공공에서 운영하는 요양시설의 정원이 100명이 넘어서고 있는 등 요

양시설의 대규모화가 공공을 중심으로 확대 중임. 즉 코로나 19 감염병 확산을 예방하

는 측면과는 반대의 방향이라 할 수 있음

– 요양시설 대규모화는 전국적인 현상이며 서울시는 그 보다 더 가중되고 있음

– 요양시설이 대규모화 되는 데는 장기요양수가와 제도적 방향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있음. 장기요양수가는 서비스 이용자 인당 등급에 따른 수가가 고정되어있

고 비급여가 없으며, 수가 중 일정비율을 인건비로 지출하도록 하고 있음. 이용자

당 정액의 수가가 지급되므로 고정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운영비를 충당하며, 이

용자가 늘수록 운영비도 증가하는 구조임

ㅇ 요양원 스스로도 운영에 대한 투명성을 보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못했다는 비판

과 함께 공공의 개입 및 공공요양시설 확대 요구의 필요성이 더 강조되었음

– 서울시 요양시설 코로나 19는 지자체 설립시설에서 더 잘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송인주, 2021)

– 서울시 좋은 돌봄 인증 요양시설 규모별 현황 조사 결과, 30인이상 시설의 23.1%, 

30인미만 시설의 20.2%,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1.3%로 소규모일수록 인증이 

적음(송인주,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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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코로나19시기를 거치며 주택(주거), 건강 및 치료 간에는 근본적인 연결고리와 상호의

존성이 존재하나 보건과 돌봄 결합의 어려움 등 제도적 한계가 존재함

ㅇ 주거형태의 다변화 요구와 연결지어 고려될 필요가 있는 대목임

– 간호서비스가 포함된 주거지원 등 다양한 주거형태를 활용할 수 있도록 보다 더 

많은 투자를 통한 변화를 이끌어 낼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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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공공요양시설�건립을�위한�조건

ㅇ 혁신(innovation)은 낡은 것을 바꾸거나 고쳐서 아주 새롭게 한다는 의미로 공간 혁신, 

운영 혁신, 서비스 구성에 관한 혁신 등 다양한 차원에서 새로운 관점으로 요양시설에 

대해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음

ㅇ 본 연구에서는 한국, 일본, 미국, 네덜란드, 대만의 사례를 통해 운영주체의 다양성, 거

주시설의 공간적 측면과 서비스 구성‧운영 측면에서 혁신 사례를 살펴보았음(Ⅲ장)

�표�Ⅴ-1.�국내외�노인요양시설�혁신�사례

구분 유형 사례

운영주체�다양성

관설관영형 서울요양원,�무주평화요양원

관설민영형 무주평화요양원,�세타가야구

민설민영형 안산꿈꾸는집요양원,�바람의마을,�데이니파센터�

민관협력개발형 용인시사랑의집

시설�공간�혁신

가정친화형 무주평화요양원,해바라기요양원

유닛케어형 서울요양원,청복양로원,드레이거스

자연친화형 드레이거스,�체이스메모리얼

유휴공간활용형
우지시립오구라,야시오시고령자만남의집,

첼테호프치매전문요양원

서비스운영�혁신

세대통합형 후마니타스,우지시립오구라초등학교

지역밀착형치료통합형
꿈의호수촌,�무쿠,�히츠지쿠모,�바람의마을,

요코하마유유

기관연계형 무주평화요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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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주체의�다양성�측면�

ㅇ 요양시설을 누가 운영할 것인가는 운영주체에 따라 조직운영의 안정성, 개방성, 책임

성, 투명성 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 할 것임

ㅇ 서울요양원의 사례처럼 정부가 직접 시설을 설립하고 직접 운영하는 경우 조직의 안

정성은 다른 사례에 비해 높다고 할 수 있으며 민간법인에 위탁하는 경우 협동조합방

식으로의 결합 등 다양한 모델이 가능함

ㅇ 운영주체는 다양한 조합이 가능하며 관악구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고 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식이 고려될 필요가 있음

□ 시설�공간에�대한�혁신�

ㅇ 노인을 위한 요양서비스는 자신의 집에서 지원서비스를 받으면서 사는 ‘aging in place’

가 강조되지만 동시에 편안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거주시설의 욕구도 중요하게 고려

되는 편이며,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인 인구고령화의 영향으로 비용증가에 대한 문제

를 중요한 고려사항으로 보는 경향임(Anttonen & Karsio, 2016). 

ㅇ 누구와 어디에서 어떻게 사는가의 문제로 접근해봤을 때, 지역사회와 완전히 분리된 

상태로 인간성의 박탈이라고 볼 수 있는 대형시설에서 하루하루를 연명하듯 생활하

는 노인들에게 내가 살던 곳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큰 화두임

ㅇ 이전의 대형시설을 ‘institution’으로 불렀다면 가정집 형태의 지역사회에 분산된 거주

서비스를 케어홈, 너싱홈 등과 같이 ‘home’으로 칭함. 점차 대형시설은 없어지고 대신

에 지역사회 일반 가정집과 유사한 ‘집과 같은 환경’의 거주공간에 대한 요구가 높아

지고 있음

– 집과 같은 환경을 중시하는 이유는 노인요양시설은 집이 아닌 시설이므로 거주

자들이 자신의 집과 같은 곳이라고 편안하게 느낄 수 있게 하기 위함임. 일상의 

자율성과 선택권 등이 모두 포함된 물리적‧사회적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 김용득(2018)은 탈시설을 두 가지 의미로 접근함. 하나는 대형시설을 떠나 내가 

살던 곳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주거와 관련서비스 지원에 대한 접근이며, 다른 하

나는 기존 시설에 대한 혁신(개혁)으로 공간에 대한 자립, 재정에 대한 자립, 보호

에서 안전에 기반한 자립 지원 등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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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예를 들어, 현재의 학교처럼 생긴 건물을 일반 아파트나 일반가정집 형태의 

공간으로 이전을 하거나, 1실에 5명이 거주하고 있는 형태를 한 아파트에 5명 

이하가 거주하는 방식, 10실에 정원 50명이 생활하는 시설을 10채의 아파트를 

하나의 시설로 등록하여 운영하는 등 건물과 공간의 형태를 혁신하는 방식을 

구상해볼 수 있으며 실제로 구현되고 있는 사례가 상당수임. 본 연구에서 살

펴본 유닛케어형태가 이에 해당함

Ÿ 재정에 대한 권한의 경우 현재 시설에서 지원금을 수령하는 방식이  아닌 본

인 명의로 수급비를 수령하여 관리할 수 있는 방식 또한 가능할 것임

Ÿ 남평주택의 경우처럼 시설 내 24시간 직원이 상주하여 보호책임을 갖는 대신 

밤에만 직원의 보호책임하에 생활하거나 직원의 보호책임이 없는 환경에서 

지낼 수 있는 환경조성을 구상해 볼 수 있음. LSA라는 생활지원인이나 생활상

담원이 입주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만 실버하우징의 입소자들을 대상으로 생

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임

ㅇ 공간의 혁신측면에서 요양원이 시설이 아닌 생활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원하는 이용자

의 욕구에 따라 개인공간과 공용공간이 구분되어지고 가능한 집과 비슷한 환경에서 

개인의 존엄이 보장받는 형식을 상당수 취하고 있음을 여러 사례를 통해 확인함

– 요양시설의 규모와 상관없이 선호하는 시설의 형태는 집과 같은 곳으로 개인공

간이 배정되는 형태를 취함

– 대규모로 시설이 건립되는 경우에는 소규모 인원으로 제한하여 유닛형태로 서비

스가 지원되는 방식으로 운영됨 

– 입소자들의 신체적‧정신적 지원을 위해 자연친화형방식으로 공간을 구성하기도 

함

– 다양한 돌봄서비스의 연계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관련시설을 주변에 함께 배치

하는 방식도 고려해볼만함

ㅇ  공간의 구성은 규모에 따라 공간의 내‧외부 환경의 변화를 추구할 수 있으며 입소자

들의 개별맞춤 욕구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를 고민할 필요가 있음

– 입소자들은 공립요양시설 여부에도 관심이 있으나 이용접근성, 편의성 부분을 

더 선호하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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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구성에�대한�혁신

ㅇ 최근에는 인구 고령화 등으로 인한 수요증가와 재정압박을 겪으면서 지역사회 참여

를 통해서 장기요양서비스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도 제기되고 

있음

ㅇ 요양시설이 이용자의 존엄한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생활시설이라는 점에서 

질 높은 서비스가 제공될 필요가 있음

ㅇ 이러한 문제 개선을 위해 주거, 의료, 요양, 돌봄 등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해 제공할 수 

있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와의 연계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 돌봄 필요도 및 의료 필요도에 따른 대상집단별로 다양한 주체, 다양한 제도에 의

한 돌봄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포괄성, 충분성, 효율성, 효과성 측면에서 재편이 

필요함(석재은, 2021)

– 이용자의 포괄적 서비스에 대한 대응으로 서비스 간, 영역 간 통합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서비스가  세분화‧분절화 됨으로써 발생하는 높은 행정비용을 감축하

기 위한 대응 또한 필요함 

Ÿ 이용자의 서비스 제공 시기를 지연시키는 예방적 투자적 접근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음

ㅇ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하여 당사자 중심의 지역사회 삶을 고민하게 되면서 초창기 전

통적 복지서비스 특성인 대규모 생활시설이 지역사회 중심 소규모 거주시설로 전환

되고 있고 개별맞춤지원, 지역사회 삶으로의 연계가 중요해짐

– 결국, 시대적‧제도적 맥락상 인력, 재정, 서비스 통합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함 

ㅇ 서비스 운영측면에서는, 노인세대만이 아닌 아동과 결합하거나 성인 대학생의 주거

지원차원에서 공간과 재능을 공유하는 세대통합방식을 활용하기도 하고, 이용자의 

욕구가 다양함에 따라 해당욕구에 맞게 다양한 치료서비스가 하나의 기관에서 통합

적으로 제공하기도 함 

– 노인과 상호작용하는 시간을 자원봉사로 대체하거나 학생들이 정기적으로 주민

들과 함께 교류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공유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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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개별욕구에 기반한 치료접근방식은 모두에게 적절한 방식으로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

되어야 함

ㅇ 통합은 보건과 요양 돌봄의 통합, 지역사회 삶으로의 통합을 어떻게 할 것인가로 모아

짐. 지역사회 주민들과 관계 또한 중요한 대목이며 공공요양시설 설립에 대한 논의가 

한창인 관악구는 이 문제를 어떻게 인지하고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 혁신이 필요한 이유이며 그 출발에 같은 고민을 함께 하는 지역공동체(시민참여

단)가 있다는 것은 지역사회 자산으로서 향후 시설의 지속가능성과 인간의 존엄

성 보장을 위한 기반이 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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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공공요양시설에�대한�주민�수요

ㅇ 관악구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의 주요 결과를 공공요양시설에 대한 수요

를 중심으로 재구성하면 다음과 같음

□ 살던�곳에서�건강한�노후를

ㅇ 관악구 주민들은 대체로 자신이 살던 곳에서 노후를 보내고 싶어 함

– 응답자의 67.7%가 시설보다는 ‘현재 살고 있는 집’이나‘지금보다 거주환경이 더 

좋은 집’에서 살기를 희망함

– 건강이 악화될 경우에도 ‘현재 살고 있는 집’이나 ‘가족이 사는 곳과 가까운 집’ 등

에 거주하며 재가서비스를 이용하겠다는 응답이 40.4%로 높게 나타남

ㅇ 노후에 타인에게 의지하기보다는 취미생활이나 사회활동을 지속하는 능동적인 삶을 

추구함

– 노후의 행복을 위해 필요한 조건은 ‘신체적‧정신적 건강’ 40.3%, ‘경제적 안정과 

여유’ 30.0%, ‘가족이나 친구’ 12.3% 순으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으나 평소 우리 

삶에 필요한 여건과 다르지 않음

–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할 경우 함께 공간을 함께 사용하고 싶은 사람은 ‘취향/관심 

분야가 비슷한 사람’ 29.4%, ‘친한 친구나 이웃’ 25.9%, ‘연령/세대가 비슷한 사람’

이 17.8%의 순임

– 주민들에게 노후란 단순히 삶을 마무리하는 과정이기보다는 지속적이고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능동적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이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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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한편, 노후에 필요한 공적서비스로 ‘식사지원서비스’(13.9%), ‘방문건강서비스’(12.6%), 

‘신체건강 예방과 관리를 위한 건강지원서비스’(11.6%) 등 기본적인 돌봄서비스에 대

한 수요가 높은 가운데  ‘여행, 취미 등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는 문화서비스’(11.1%)

에 대한 욕구가 높게 나타남

– 사회문화적 환경이 발달하고 기대수명이 높아지면서 노년에 대한 삶의 욕구가 

생활 전반의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음

– 노인을 돌봄 대상자가 아닌 삶의 주체로 인식하고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자원을 

연결하고 지원하는 방향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

□ 노인요양시설은�‘요양’하는�곳이�아니라�‘생활’하는�곳

ㅇ 노인요양시설을 선택하는데 있어 내외부적 생활환경을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조

사됨

–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선호를 묻는 질문에 대해  ‘보건복지시설과 가까운 곳’이 1

위(18.8%), ‘살던 집과 가까운 곳’이 2위(16.1%)를 기록함. 1순위 응답을 기준으로 

하면, ‘살던 집과 가까운 곳’이 1위(25.7%), ‘보건복지시설과 가까운 곳’이 2위

(24.6%), ‘단독거주’가 3위(13.6%)로 기본적인 생활환경이 될 시설의 입지를 중요

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남

– 노인요양시설 선택의 기준은 ‘내부환경’이 1위(32.7%), ‘주변환경’ 2위(17.8%), ‘생

활의 자유’가 3위(11.6%)를 차지함. 특히 실제 생활할 ‘내부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

았음(1순위 응답의 53.8%)

ㅇ 이러한 응답 경향은 주민들이 노인요양시설을 돌봄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입소하는 

기능적 공간으로 인식하기보다는 노후의 새로운 주거지로 설정하고 있음을 의미함

–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하더라도 기존의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필요할 때 시설 

안팎에서 원하는 복지서비스를 누리며, 각종 생활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노후 삶

의 터전이자 거주공간으로 고려하고 있음

– 노인을 비롯한 요양시설의 입소자들을 돌봄이나 부양의 대상자가 아닌 지역에서 

함께 삶을 살아가는 주민으로 인식하고 이들의 생활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지역

사회의 다양한 자원과 서비스 연계를 통해 노인요양시설의 개방성을 확장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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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요양시설에�대한�양가감정

ㅇ 노후와 노인요양시설에서의 생활에 대한 능동적 태도에도 불구하고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우려와 부정적 인식이 공존함

– 주민들은 노인요양시설에 대해 ‘안정적인 돌봄서비스’(3.87점)와 ‘정기적인 건강

관리’(3.85점),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3.75점) 등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반면, ‘학대나 비인격적 대우’(4.04점), ‘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3.79점), ‘노후/낙

후된 시설’(3.78점), ‘비전문적이거나 낮은 서비스의 질’(3.75점) 등에 대한 우려 또

한 높았음. 노인요양시설의 기대보다는 우려에 대한 민감도가 더 높게 나타난 것

을 확인할 수 있음

– 이러한 부정적 이미지는 노인에게는 입소 시 적응의 어려움을, 가족에게는 죄책

감 등을 느끼게 하여 요양시설 입소를 방해하는 요인이 되기도 함

– 노인요양시설이 입소노인의 죽음에 이를 때까지 삶을 ‘유지’하는 곳이 아니라, 입

소자의 생활기능 회복을 통해 퇴소를 지향하는 건강한 생활공간으로 새롭게 자

리매김할 필요가 있음

□ 관악구�공공요양시설에서�요구하는�바는�‘투명성’과�‘공정성’

ㅇ 이러한 기대와 우려는 관악구 공공요양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바람에도 전이되어 나

타남

– 공공요양시설 운영 시 관악구가 특별히 신경 써야 할 사항으로는, ‘투명하고 공개

적인 운영’이 26.9%로 가장 많았고, ‘서비스의 질(전문성)’이 17.3%, ‘입소자 생활

의 자유와 인격 존중’이 16.8%의 순으로 나타남. 요양시설의 폐쇄성, 낮은 서비스

의 질, 학대 등 인권 침해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가 있음

ㅇ 한편, 공공요양시설 건립 시 입소 자격을 갖는 65세 이상 그룹의 경우  ‘투명하고 공개

적인 운영’이 29.5%, ‘서비스의 질(전문성)’이 13.6%로 나타난 가운데, ‘주민 참여 기회 

보장’(12.5%), ‘돌봄종사자 인권 교육’(11.4)에 대한 수요가 다른 연령층에 비해 뚜렷이 

높게 나타남

– 당사자 그룹으로서 공개적 운영과 서비스 품질, 인권 문제에 대한 민감도가 높다

고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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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악구�공공요양시설에�대한�수요�

ㅇ 관악구 공공요양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수요를 10개 항목에 걸쳐 조사한 결과는 다음

과 같음

– 공공요양시설의 종류, 형태, 거주유형, 규모, 주변환경, 하루일과, 주 생활공간 등의 

면에서 하나의 유형을 특정하기 어려울 만큼 고른 비율로 다양한 의견이 도출됨. 

특히 연령대별 수요에도 차이가 있었음

– 이는 향후 공공요양시설 건립 및 운영과정에서 의견수렴과 합리적인 의사결정 과

정이 지속적으로 동반되어야 함을 강하게 시사함

�그림�Ⅴ-1.�관악구�공공요양시설에�대한�수요 단위:�%

종류

형태

거주유형

규모

주변�환경

지역�분위기

하루�일과

주�생활공간

비용

개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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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한편, 관악구 공공요양시설 입소 시 선택권이 보장되었으면 하는 내용은, ‘TV 시청, 취

미 등 개인활동 시간’ 20.8%, ‘프로그램의 종류’ 14.8%, ‘돌봄서비스의 종류’ 14.3%, ‘가

족, 지인의 방문시기와 기간’ 14.3% 순으로 나타남

– 서비스나 프로그램의 선택권이 비용을 지불한 입소자의 권리에 해당하는 사항이

라면, 개인활동 시간이나 취침/기상시간 등은 자유와 인격적 존중에 관한 문제와 

연관된다 할 것임. 서비스를 수동적으로 제공받기보다는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생활환경에 대한 욕구가 크다 하겠음

ㅇ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 또한 다양하게 나타남. 관악구 공공요양시설에서 제공되었으

면 하는 프로그램으로 ‘신체 건강 프로그램’(21.8%), ‘여가 프로그램’(18.5%), ‘치료‧재활 

프로그램’(16.3%) 등에 대한 수요가 높았음

– 65세 이상 그룹의 경우 ‘지역사회 자원봉사 등 다양한 사회활동’, ‘노일 일자리 제

공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도 높아져, 노인 세대의 생활상의 욕구가 건강‧돌봄 서

비스에 그치지 않고 다양하게 표출되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함

– 앞서 확인한 바와 같이 서비스의 대상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주민이자 사회구성

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자원연계와 활동방안 마련이 필요함

ㅇ 이러한 욕구는 공간에 대한 수요에서도 확인할 수 있음

– 관악구 공공요양시설이나 그 주변에 있었으면 하는 공간은 ‘내외부인과 자유로

운 만남과 대화가 가능한 카페’,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산책로’, ‘방문자와 함

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독립된 공간’, ‘식물을 기르고 가꿀 수 있는 텃밭’ 등으로 

조사됨. 요양시설 입소 이후 사회적으로 단절되기보다는 인간관계가 지속되기를 

바라는 것이라 볼 수 있음

□ 주민의�다양한�참여�기제�마련�필요

ㅇ 공공요양시설의 주민 참여 방식으로는 ‘간담회, 공청회 등 정기적인 의사수렴 절차를 

통한 참여’가 26.4%, ‘공공요양시설 일자리에 주민 고용’  16.6%, ‘정기적인 주민 참여행

사’ 16.1%, ‘공공요양시설 위탁 운영’ 15.4%의 순으로 나타남

– 주민고용, 주민참여, 위탁 운영 등 주민들이 정책의 대상이 아닌 주체로서 활동하

고자 하는 의지가 높게 표출됨. 관악구 공공요양시설 공론화, 시민추진단 활동 등

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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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65세 이상 당사자 그룹의 경우 직접적인 참여 욕구가 강하게 표출되었음. 다

른 연령층에 비해 ‘주민공동체의 공공요양시설 위탁운영’(19.8%)에 대한 선호도

가 높은 가운데, ‘주민 고용’, ‘의사결정기구 참여’,  ‘출자를 통한 직접 참여’ 욕구도 

높게 나타남(각 14.3%) 공공요양시설에 대한 필요도와 개방적 운영에 대한 민감

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ㅇ 이 점에서 관악구는 주민참여 요양시설 건립·운영에 필요한 지역 자산이 풍부하다 할 

것임

– 많은 주민들이 자원봉사 활동이나 프로그램 등의 참여를 비롯하여, 정기적인 의

사수렴 과정에의 참여, 위탁운영, 출자, 일자리 등을 희망하고 있음

– 공공요양시설의 건립에서 운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의 주민참여 방안을 고

안하고 제시할 필요가 있음

□ 공공요양시설�건립을�넘어선�지역사회�통합돌봄�관점�필요

ㅇ 본 조사를 통해 공공요양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와 생각이 연령대별로 다양하게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음

– 노인요양시설의 규모, 형태, 위치 등 여러 요소에 대해 주민들의 수요가 특정한 

경향성을 띄지 않고 다양하게 나타남

– 고령화 속도, 인구구조의 변화, 특히 베이비붐세대의 노인세대로의 대거 진입 등

을 고려할 때, 주민들의 돌봄 수요는 더욱 다양하게 표출될 것임

– 특히 노인장기요양에 있어 ‘요양’, ‘돌봄’, ‘시설’ 등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 전환이 

요구되고 있음을 거듭 확인함. 돌봄이 필요한 노인의 요양이 아니라, 노인세대로 

진입한 주민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돌봄 체계 구축의 관점에서 공공의 역할

을 고민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본 연구는 시설관리 및 운영에 대한 모니터링, 옴부즈만 등 시민참여 기제뿐 

아니라 유닛케어, 사회주택, 소규모다기능주택 등 다양한 혁신 사례에 주목함

– 주민들의 돌봄 욕구가 관악구라는 지역사회에서 충분히 충족될 수 있도록 주요 

혁신 사례를 수용하고, 기존의 요양시설을 넘어선 새롭고 다양한 형태의 돌봄 인

프라를 꾸준히 확대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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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 점에서 관악구 공공요양시설 건립은 하나의 시설급여기관 설립에 그치지 않고, 지

역사회 통합돌봄의 중요한 과정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임

– 최근 몇 년 간 진행된 일련의 사회서비스 혁신은 돌봄에 대한 지방정부의 책임과 

권한을 강화하고, 지역의 다양한 돌봄 자원을 통합적으로 연계하여 지역사회의 

재생력과 포용력을 높이는 방향성을 지님

– 특히 코로나19 이후 대규모‧집단적 접근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시설과 병원보

다는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돌봄체계 구축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 즉 향후 돌봄은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구에서 동 단위 생활권으로, 집단적 접

근보다는 소규모, 공동체에 의한 일상적 돌봄으로 빠르게 진화할 것으로 전망됨

– 다양한 형태의 돌봄 거점이 지역사회 돌봄 자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주민 참여

와 자원 연계의 관점에서 돌봄 인프라를 설계할 필요가 있음

– 관악구 공공요양시설 건립은 그 출발로서, 주민과 함께 지역사회 안전망을 재구

성하는 커뮤니티케어 실현의 중요한 과정이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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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공공요양시설�건립�

시민추진단�의견수렴

주요�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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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2.�○○○�공간이�있었으면�좋겠어요!

❶�가족이나�친구,�지인들과�기존의�일상적�관계를�유지하고�함께�할�수�있는�공간
❷��개인의�취미활동과�정서적�안정을�취하며�자연을�느낄�수�있는�공간
❸�생의�마무리를�할�수�있는�편안한�공간

관악구�공공요양시설�건립�
시민추진단�의견수렴�주요�결과

1. 시민추진단 1차 워크숍 

l일��시���2021.�04.�26(월)�14:00-16:00

l장��소���관악구청�8층�대강당

l참��석���시민추진단�16명,�기획실행팀�4명(20명)

l내��용��모둠별�주제토론

주제1.�○○○�서비스�꼭�필요해요!

❶�가장�기본적인�사항으로�충분한�인력�확보
-�시설�이용�인원대비�서비스�제공�인력을�충분히�확보해야�함

-�이동,�의료서비스�등의�서비스�제공시�안전한�서비스�제공을�위함

❷�속마음을�털어놓을�수�있는�서비스와�기회를�제공
-�이야기�들어주는�로봇,�그림�골라서�이야기�하기�등�다양한�방법�개발

❸�취미개발�서비스�제공
-�노래방,�그림책,�식물�기르기,�산책�등�다양한�취미�서비스�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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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3.�시설에�들어가면�○○○이�걱정돼요.�

❶ 인(인간적인�존중)
❷ 식(영양,�맛,�소화를�고려한�개별맞춤�서비스)
❸ 주(깨끗하고�청결한�환경)
❹ 경제적�부담

주제4.�공공요양시설,�이것만은�꼭�지켰으면�좋겠어요!

❶ 누구나�이용이�가능하여�경제적�이유로�제한하지�않기
❷ 경영이�투명하게�운영되기
❸  인간으로써의�존엄과�존중을�받는�공간
❹ 시설의�규율과�규칙을�서로�잘�지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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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1.�공공이란!�공공이�고려해야�할�것!�<키워드>

2. 공공요양 아카데미(워크숍)

l일��시���2021.�07.�16(금)�10;00-12:00(5회차)

l장��소���온라인

l참��석���시민추진단�24명,�기획실행팀�3명(27명)

l내��용��모둠별�주제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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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2.�공공요양시설의�주체는�누구일까요?

1조�

l �수익만을�추구하는�곳이�아닌�공익성과�투명성이�높은�곳에서�담당해야�함

l시설�이용자가�주체로�참여하는�것이�중요

l시설운영에�대해�관리,�감독할�수�있는�공익시스템이�마련되어야�함�

2조

<운영주체>

l구청이�직영하되�민,�관,�전문가로�구성된�운영운위원회(or�이사회)를�둠.�

향후�시설�안정�후�민간에�위탁함�

l민간�위탁은�공공성을�잘�살릴�수�있는�단체나�기관에�위탁

<참여주체>

l기존�이해관계가�있는�주민

l주민�자원봉사자

l후원자

l전문가�그룹(시설근무�의료인력�외)

<이용주체>

l지역주민�어르신�우선순위로�선정�

3조

l시설�이용자

l시민단체,�의료사협�등�전문성과�공익성을�지닌�단체

l시설�종사자의�주체화�:�주인의식�함양,�전문교육�필요

l지역주민�:�지역과�연계�필요

4조

l지역�주민,�의료사협�등�공익단체들이�함께�참여단을�구성하여�건물설계�과정

부터�참여할�수�있어야�함�

l관악구

l시설�이용자

※�내년�선거�시기에�후보자�간담회�등을�통해�지원�약속을�받는�방법

※�주민이�주도하는�모금운동�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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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3.�공공요양시설의�형태와�규모는�어느�정도가�좋을까요?

1조�

l요양원,�데이케어센터�등�시설이�함께�있으면�경비�절감�등�효율성을�제고할�

수�있고,�어르신들의�심리적�안정에도�도움을�줄�수�있음�

l시설�규모가�커야�외부�관찰자의�관심이�높아져�각종�지원이나�자원봉사�규모

도�커질�수�있음

l공간적�측면에서도�규모가�커야�자유롭게�움직일�수�있어�정서적�안정에도�도

움�

l그러나�돌봄은�어르신�건강�상태에�따라�규모를�20명�내로�작게�해야�어르신

들의�개별적�욕구를�충족할�수�있음�

2조

l규모는�크게�하되�40명�단위로�3대�정도를�단계적으로�설치

l 1,�2등급은�요양병원�/�3,�4등급은�요양원�/�5,�6등급은�주간보호센터�정도로�

구분하여�이용자들의�상태에�따라�융통성�있게�운영

l 9명�이하의�가정요양원도�병행�운영

3조

l공공요양이�추구하는�방향에�따라�형태는�다를�수�있음

l타�지역�구립�요양병원이나�요양원의�규모로�시작하여�점차�확대하는�방향으

로�함

l사회가정형태�보호시설을�동네마다�만들어�예방과�친밀한�공간으로�기능할�

수�있도록�함

4조

l예산�범위�내에서�최대한�크게�병원,�요양원,�데이케어를�모두�설치함

l작은�규모로�3개(권역별�1개)�정도�설립하는�방안도�좋음(ex.�보건지소).�

예산에�따라�순차적으로�설립�가능

l예산�가능�부지,�교통,�병원�연계�등을�고려해서�규모와�우선순위가�정해져야�

할�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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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4.�공공요양시설의�서비스와�공간�구성은�어떻게�하면�좋을까요?

1조�

l공공요양의�방향성,�형평성,�공간활용도에�대해�우리의�의견을�취합하여�설계�

전에�최대한�반영될�수�있도록�함�

l어르신의�인지도에�따른�시설�설계�필요

l생활공간과�같은�층에�텃밭을�설치하는�등�공간�실용도와�활용도를�높임

l기관을�관리하는�사람들의�의식과�생각이�중요함

l종사자�처우개선�필요

l나이와�건강상태에�따라�어떻게�입소시킬지에�대한�투명성�원칙과�실행이�필

요함

l마을�형식의�공공시설이�가장�이상적임

평소�거주지�환경�그대로�재현하여�설계되면�좋겠음

l네덜란드와�창원의�요양원�모델에�대해�소개하는�자료�공유토록�하겠음

2조

l작업실과�임종실은�필수로�있어야�함

l까페�형식의�면회실

l일상행동이�가능한�어른들이�사용할�수�있는�공유주방과�식당�시설

l텃밭시설

l마사지실

l제반�시설들은�모두�하나의�층에�설치

3조

l공정성과�안정성이�최우선�가치로�되어야�함

l자연친화적인�공간으로�숲,�텃밭�운영:�외부와�분리되면서�내부�갈등을�해소할�

수�있는�공간�마련

l보호자와�함께�숙박�가능한�공간

l예방적�차원의�운영도�고려�:�프로그램�운영�등�지역주민이�친밀한�공간�활용

l영화�상영�등�문화적�혜택이�있는�공간

l공간의�성별�분리�배려�운영

4조

l집과�같은�편안한�공간

l텃밭,�산책�공간

l재활시설/공간

l생활이동�서비스�제공

l종사자�및�자원봉사자�쉼터

l쉽게�사용할�수�있는�마사지기�배치(보호자�사용�가능)

l자유로운�면회�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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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악구 공공요양시설 건립을 위한 주민공론장

l일��시��2021.�11.�26(금)�15:00-17;00

l장��소��관악구청�8층�대강당

l참��석��시민추진단�15명,�기획실행팀과�조사연구팀�7명,�주민�16명(총38명)

l내��용��모둠별�토론

주제.�투명성과�공정성을�바탕으로�한�관악구�공공요양시설�운영�방안

존중

<설립·운영>

l전문가,�지역주민,�옴부즈맨�등�다양한�이해관계자가�참여하여�설립시설의�

규모·주체�등�결정

<재정·개방>

l정기적�공개

l제3의�관계자의�감시,�감독�필요

l정보접근성이�용이하게�운영

정다운

l시민�참여:�감시,�관심,�교육,�과정�공개,�참여�기회

l믿을�수�있는�위탁�기관�선정:�누구나�들어갈�수�있는(과정의�공정)�열린�대

규모�운영

돌봄

l지역사회�개방,�주민�소통

l정기적�보고와�감사,�주민감시단

l자원봉사�활용,�전문�인력�채용

l운영주체의�공정한�선정�:�비영리법인

l재정�투명성

l돌봄의�어울림(소통·관계)

l정서적�돌봄

마을
l기여,�점수제(연장자�우선�등)�등으로�공정성�확보

l매달�운영사항을�주민참여자들에�보고하는�투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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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공공요양시설�건립을�위한�

주민�설문조사�조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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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조사를�통해�얻은�자료는�연구목적으로만�사용되며�통계법�33조(비밀의�

보호)에�의거,�개인의�비밀에�속하는�사항은�엄격히�보호됩니다.�
–

관악구�공공요양시설�건립을�위한�주민�설문조사

안녕하세요.
관악구는 우리 구에 필요한 공공요양시설 건립을 위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
시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를 통해 얻은 자료는 관악구 공공요양시설 건립 기본계획 수립
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우리 구 주민들의 욕구가 충분히 반영된 공공요양시
설 건립을 위해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8. 

•주      관: 관악구 노인청소년과
•조사담당: 관악정다운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성공회대학교                                                                           

조�사�원

조사원�성명 ��� 조사일 ������월�����������일

응�답�자

거주지� ��관악구���(�������������������������)동

응답자�성별 ▢ 남���������▢  여 나��이 �������������������세

*조사원이�기록하는�란입니다.

∙노인요양원(10인�이상�규모의�노인생활시설)
일상생활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장기요양등급 1-2등급, 3-5등급, 치매노인 등)가 입소하는 
생활시설입니다. 일상생활지원, 보건 및 의료서비스, 재활서비스, 간병지원, 정서지원 등이 
제공됩니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9인�이하�소규모�노인생활시설)
노인요양원과 대상과 서비스는 동일하며, 9인 이하의 소규모 시설을 말합니다.

∙ 요양병원(의사와�간호사가�상근하는�노인병원)
장기요양을 요하는 입원환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입니다. 

∙ 노인지원주택
저소득노인이 저렴한 비용으로 거주하면서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지원주택입니다. 
단독거주 또는 공동생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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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노후의�삶� �

*�(1~5번�)�제시된�지문의�네모(▢)�안에�귀하의�생각을�자유롭게�적거나,��

�����������������귀하의�생각과�가장�비슷한�항목을�보기에서�한�가지만�골라�체크해주세요.�

1. 나는 ‘노후’를 언제(나이) 세부터라고 생각한다.  

2. 나는 노후에 누구와  살고 싶다. 

   ① 가족      ② 혼자       ③ 친구, 이웃     ④ 기타 (                                                       )

3. 나는 노후에 어디에서  살고 싶다. 

① 현재 살고 있는 집 ② 지금보다 거주환경이 더 좋은 집
③ 노인요양원 ④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⑤ 노인지원주택        ⑥ 실버타운
⑥ 요양병원 ⑦ 기타(                                                            ) 

4. 나는 노후에 어떻게/무엇을 하며  지내고 싶다.

① 직장생활을 하며  ② 소일거리를 하며
③ 봉사활동을 하며 ④ 취미생활을 하며
⑤ 종교활동을 하며 ⑥ 자녀, 손주들을 돌보며
⑦ 가사 일을 하며 ⑧ 요양하며
⑨ 기타(                                                                                                                  ) 

5. 나는 건강이 악화되면  어디에서  에서 살고 싶다.

① 현재 살고 있는 집(재가서비스 이용)
② 가족(자녀, 형제 등)이 사는 집
③ 가족(자녀, 형제 등)이 사는 곳과 가까운 집
④ 노인요양원 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⑥ 노인지원주택 ⑦ 실버타운
⑧ 요양병원 ⑨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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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귀하는 노후를 생각하면 무엇이 가장 두렵거나�걱정되십니까?
�� 1순위(���������),�2순위(�����������)

① 건강/신체기능 약화   ② 직장(일거리)에서의 퇴직
③ 치매   ④ 생활비, 의료비 등 경제적 어려움
⑤ 죽음 ⑥ 주거문제(노후 주택, 이사 등)
⑦ 고독사 ⑧ 일상의 무료함
⑨ 가족/배우자와의 이별     ⑩ 외로움
⑪ 동료/친구 등 사회적 관계의 단절 ⑫ 기타(                                                     ) 
⑬ 없음

7. 귀하는 행복한�노후를�위해�무엇이�가장�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1순위(���������),�2순위(�����������)

① 신체적·정신적 건강
② 경제적인 안정과 여유
③ 지속적인 일자리와 소득원
④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환경
⑤ 지속적인 사회활동(동호회, 봉사활동, 종교활동 등) 
⑥ 문화, 스포츠, 여행 등의 여가활동
⑦ 일상을 함께하는 가족이나 친구
⑧ 기타(                                                                                                                  ) 

8. 귀하의 노후를 위해 구청이��제공했으면�하는��공적�돌봄서비스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 1순위(���������),�2순위(�����������)

① 식사지원서비스(도시락, 밑반찬 배달 등)
② 가사지원서비스(청소, 세탁 등)
③ 동행지원서비스(병원, 관공서 등)
④ 주거편의서비스(청소, 방역, 소수리, 정리정돈 등)
⑤ 방문건강서비스(방문진료/방문간호)
⑥ 방문목욕 서비스
⑦ 일자리지원서비스
⑧ 신체건강 예방과 관리를 위한 건강지원서비스
⑨ 정신건강 예방과 관리를 위한 심리지원서비스
⑩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심부름/도움서비스
⑪ 여행, 취미 등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는 문화서비스
⑫ 홀로 있을 때 건강을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케어 
⑬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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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노인요양시설에�대한�인식�

1. 나에게 ‘노인요양시설’은 어떤 곳  이다. 

� *� ‘요양시설’하면�떠오르는�이미지나,� 요양시설에�대한�생각을�솔직하게�적어주세요.�

2. 귀하가 만약 요양시설에�입소하게�된다면�그�시기는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설입소를�원하지�않더라도�답변해주세요(한�가지만�선택).

① 혼자서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울 때
② 나를 돌봐줄 가족이 없을 때
③ 내가 가족에게 (돌봄) 부담이 된다고 생각될 때
④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를 받고 싶을 때
⑤ 다른 사람과 함께 생활하고 싶을 때
⑥ 쾌적하고 편리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싶을 때
⑦ 죽음을 준비할 시점에 이르렀을 때
⑧ 기타(                                                                                                                  ) 

3. 귀하가 노인요양시설에서 생활한다면, 누구와�함께 공간을 사용하고 싶습니까?
����시설입소를�원하지�않더라도�답변해주세요(한�가지만�선택).

① 연령, 세대가 비슷한 사람    
② 사회적 배경(학력, 소득 등)이 비슷한 사람
③ 생활기능(신체 건강 등)의 수준이 비슷한 사람 
④ 취향이나 관심분야가 비슷한 사람
⑤ 친한 친구나 이웃
⑥ 상관없음
⑦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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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귀하가 노인요양시설을 선택한다면 다음�보기�중�어디를�선택하시겠습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두 가지만 골라주십시오.

1순위(���������),�2순위(�����������)

① 살던 집과 가까운 곳           
② 병원, 데이케어센터 등 보건복지시설과 가까운 곳
③ 한적하고 조용한 곳          
④ 공공요양시설
⑤ 민간요양시설
⑥ 단독거주(따로 살면서 공동시설과 돌봄 서비스 함께 이용)
⑦ 공동거주(같이 살면서 공동시설과 돌봄 서비스 함께 이용)
⑧ 규모가 큰 곳    
⑨ 규모가 작은 곳 
⑩ 비용부담이 덜한 곳    
⑪ 비싸더라도 편하게 살 수 있는 곳
⑫ 개인시간이 보장되는 곳    
⑬ 공동 프로그램이 다양한 곳

5. 귀하가 노인요양시설을 선택하는�기준은 무엇입니까? 

1순위(���������),�2순위(�����������)

① 내부 환경(생활 시 안전함과 편리함, 공간 위생, 쾌적함 등)
② 주변 환경(자연환경, 유동인구, 주변 병원・복지관 유무 등)
③ 접근성(집과의 거리, 교통 등)
④ 규모와 건물형태
⑤ 비용(월 이용료 등)
⑥ 운영주체(공공, 민간법인, 개인 등)
⑦ 프로그램 
⑧ 생활의 자유
⑨ 종사자의 역량(전문성)
⑩ 지인의 추천이나 주변의 평판
⑪ 전문기관의 평가
⑫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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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귀하가 노인요양시설에서 생활할 경우 걱정되는�것은 무엇입니까?
    각 문항에 대해 걱정되는 정도를 0~5점까지 체크해주십시오.

구분
걱정�
안됨

걱정됨
①------------------------------⑤

① 자유롭지 못한 생활(일괄적인 식사, 수면시간 등) ◯0 ① ② ③ ④ ⑤
② 단조롭거나 질이 떨어지는 식단 ◯0 ① ② ③ ④ ⑤
③ 외박/외출의 제한 ◯0 ① ② ③ ④ ⑤

④ 가족, 친구 등의 기존 관계와의 단절 ◯0 ① ② ③ ④ ⑤

⑤ 다른 입소자, 종사자와의 갈등 ◯0 ① ② ③ ④ ⑤

⑥ 다른 사람과 같이 사는 것에 대한 불편함 ◯0 ① ② ③ ④ ⑤

⑦ 비전문적이거나 낮은 서비스의 질 ◯0 ① ② ③ ④ ⑤
⑧ 학대나 비인격 대우 ◯0 ① ② ③ ④ ⑤
⑨ 노후/낙후된 시설 ◯0 ① ② ③ ④ ⑤

⑩ 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 ◯0 ① ② ③ ④ ⑤

⑪ 죽음 이후 유산・유품 정리 ◯0 ① ② ③ ④ ⑤
⑫ 기타(                                                         ) ◯0 ① ② ③ ④ ⑤

7. 귀하가 노인요양시설에서 생활할 경우 기대되는�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각 문항에 대해 기대되는 정도를 0~5점까지 체크해주십시오. 

구분
기대�
안됨

기대됨
①------------------------------⑤

① 정기적인 건강관리 ◯0 ① ② ③ ④ ⑤

② 안정적인 돌봄서비스 ◯0 ① ② ③ ④ ⑤

③ 다양한 프로그램 ◯0 ① ② ③ ④ ⑤

④ 양질의 식사 ◯0 ① ② ③ ④ ⑤

⑤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생활 ◯0 ① ② ③ ④ ⑤

⑥ 친구 등 새로운 인간관계 ◯0 ① ② ③ ④ ⑤

⑦ 고독사에 대한 불안감 해소 ◯0 ① ② ③ ④ ⑤

⑧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 ◯0 ① ② ③ ④ ⑤

⑨ 기타(                                                         ) ◯0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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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관악구�공공요양시설에�대한�수요

1. 관악구에 공공요양시설이 건립될 경우 가장�기대되는�것은 무엇입니까?

1순위(���������),�2순위(�����������)

① 안정적인 돌봄서비스 ② 학대 등 인권침해 문제 해결       
③ 돌봄 일자리 확대  ④ 저렴한 가격     
⑤ 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             ⑥ 다양한 프로그램   
⑦ 양질의 식사               ⑧ 쾌적하고 안전한 노후 주거생활
⑨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                  ⑩ 취약계층 돌봄공백 해소    
⑪ 고독사 감소         ⑫ 기타(                                                            )  

2. 공공요양시설 운영 시 관악구가 특별히�신경써야�할�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순위(���������),�2순위(�����������)

① 투명하고 공개적인 운영 ② 입소자 선정의 공정성
③ 서비스의 품질(전문성)                 ④ 입소자 생활의 자유와 인격존중
⑤ 적정 가격의 유지         ⑥ 주민의 다양한 참여 기회 보장 
⑦ 양질의 돌봄 일자리  ⑧ 지역 복지자원의 연계
⑨ 돌봄종사자 인권교육 ⑩ 민간요양시설의 서비스 품질관리 
⑪ 돌봄당사자 인권교육 ⑫ 기타(                                                            )  

3. 관악구 공공요양시설 운영 시 주민�참여는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귀하가 선호하는 순서대로 두 가지만 골라주십시오.

1순위(���������),�2순위(�����������)

① 출자를 통한 직접 참여
② 이사회, 운영위원회 등 의사결정기구에 참여
③ 간담회, 공청회 등 정기적인 의사수렴 절차를 통한 참여
④ 공공요양시설 일자리에 주민 고용
⑤ 매점 등 부대시설을 주민공동체가 운영
⑥ 주민자치기구/주민공동체가 공공요양시설 위탁 운영
⑦ 정기적인 주민 참여 행사
⑧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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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종류
▢ ① 노인요양원                        ▢ ②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③ 노인지원주택                     ▢ ④ 기타(                               )

형태

▢ ① 가정집과 같은 주택형태
▢ ② 일반 병원/요양원과 같은 시설형태
▢ ③ 아파트/빌라 같은 노인지원주택 형태
▢ ④ 기타(                                                                               )

거주유형

▢ ① 단독거주(따로 살면서 공동시설과 돌봄 서비스 함께 이용)
▢ ② 공동거주(같이 살면서 공동시설과 돌봄 서비스 함께 이용)
▢ ③ 기타(                                                                               )

규모

▢ ① 소규모(9명 이하)    
▢ ② 중규모(40명 내외)
▢ ③ 대규모(100명 이상)  

주변�환경

▢ ① 나무, 잔디 등 자연친화적인 곳
▢ ② 대중교통, 의료・복지시설 등 편의시설이 충분한 곳
▢ ③ 기타(                                                                               )

지역�분위기

▢ ① 한적하고 조용한 곳
▢ ② 유동인구가 많고 활기찬 곳
▢ ③ 기타(                                                                               )

하루�일과

▢ ①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는 곳
▢ ② 개인 활동이 보장된 곳
▢ ③ 기타(                                                                               )

주�생활공간 ▢ ① 1인실    ▢ ② 2인실    ▢ ③ 3인 이상의 다인실

비용

▢ ① 동일하고 저렴한 비용
▢ ② 차등 비용(서비스 선택, 옵션 선택 등)
▢ ③ 기타(                                                                               )

개방성

▢ ① 입소자 외출과 외부인 방문이 자유로운 곳
▢ ② 입소자 외출과 외부인 방문이 통제되는 곳
▢ ③ 기타(                                                                               )

4. 관악구에�공공요양시설이 건립된다면 어떤�모습이면 좋을지 원하는 항목에 체크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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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귀하가 관악구 공공요양시설에 입소할 경우, 자유롭게�선택(결정)했으면 하는 내용이 있
다면 무엇입니까?                                                            1순위(���������),�2순위(�����������)

① 취침/기상 시간                 ② 식사 시간
③ 식사 메뉴 ④ TV 시청, 취미 등 개인활동 시간
⑤ 목욕시간과 방법 ⑥ 제공받을 수 있는 돌봄서비스 종류
⑦ 이용하고 싶은 프로그램 종류 ⑧ 가족, 지인의 방문 시기와 기간
⑨ 외출/외박 기간                                     ⑩ 서비스 제공 담당자 
⑪ 종교 활동 ⑫ 기타(                                                 ) 

6. 귀하가 관악구 공공요양시설에 입소할 경우, 이용했으면�하는�프로그램이 있다면 무엇입
니까?                                                                             1순위(���������),�2순위(�����������)

① 체조, 운동 등의 신체 건강 프로그램
② 명상, 상담 등의 정신 건강 프로그램
③ 뇌체조, 기억훈련 등 치매예방 및 뇌기능 회복프로그램
④ 전문적인 치료・재활 프로그램
⑤ 컴퓨터, 영어, 인문학 등 교육 프로그램
⑥ 노래교실, 텃밭 가꾸기 등 다양한 여가프로그램
⑦ 노인 일자리 제공 프로그램
⑧ 입소자 생활지원과 같은 시설 내 자원봉사 프로그램
⑨ 지역사회 자원봉사 등 다양한 사회활동 프로그램
⑩ 웰다잉 프로그램(가족과의 이별 준비, 유품・유산 정리 등)
⑪ 기타(                                                                                                                ) 

7. 관악구 공공요양시설이나 그 주변에 함께 있었으면�하는�공간이 있다면 골라 주십시오. 

1순위(���������),�2순위(�����������)

① 내외부인과 자유로운 만남과 대화가 가능한 카페
② 생필품과 간식을 살 수 있는 매점
③ 식물을 기르고 가꿀 수 있는 텃밭
④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산책로
⑤ 입소 시 적응기간 동안 가족과 함께 생활할 공간
⑥ 방문자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독립된 공간 
⑦ 임종을 앞두고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
⑧ 비용부담을 줄이는 공공장례식장
⑨ 종교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
⑩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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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관악구에 공공요양시설이 건립될 경우 귀하가 참여하고�싶은�방식이나�할�수�있는�일이 있습
니까?  자유롭게 내용을 적어주십시오.

9. 마지막으로 관악구 공공요양시설 건립・운영에 대해 바라는�점이 있다면 적어주십시오. 

D.� 일반사항

*응답자의�일반사항에�대한�질문입니다.�해당�항목에�체크해주십시오.

구분 내용

현재
함께�살고�있는�
동거가족

본인 제외 (             )명

▢ ① 없음         ▢ ② 부모         ▢ ③ 자녀           ▢ ④  배우자 
▢ ⑤ 형제         ▢ ⑥ 친척         ▢ ⑦ 기타(                                 )

필요�시�나를
돌봐줄�수�있는�

가족
▢ ① 없음         ▢ ② 있음(                                                         )

거주형태 ▢ ① 자가         ▢ ② 전월세      ▢ ③ 기타(                                 )

경제활동
*현재�고용계약을�맺은�경제활동�여부(*소일거리나�아르바이트는�“아니오”에�표시)

▢ ① 예            ▢ ② 아니오 

주관적
경제상태

▢ ① 하            ▢ ② 중하         ▢ ③ 중          ▢ ④ 중상       ▢ ⑤ 상

장기요양
등급

▢ ① 없음         ▢ ② 있음(                            급)

장애유무 ▢ ① 없음         ▢ ② 있음(▢심한 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만성질환 ▢ ① 없음         ▢ ② 있음(질환명:                                                 )

*** 응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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