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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2018,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nnounced a variety of plans for the Korean "Integrated community care
program". Japan has experienced aging before Korea, so it is subject to various banch-marking. The low birth rate
and declining population are common concerns between Korea and Japa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current status of community care in Japan and draw lessons and implications for the integrated community care policy
of Korea's aged society in the future.
The Japanese community integration care system began in the 1970s with "community integrated health and social
care" at Hiroshima Prefecture Public Mitsugi General Hospital. It was only after 2000 that this became universal and
developed into a national policy. I would like to make some suggestions in Japan's review of community-integrated
care system.
First, Japan's community-integrated care system came together with the reform of the overall medical system. The
whole medical system is being carried out in the midst of a shift from hospital admission to community care.
Second, the Japanese municipal government, cities, towns and villages, plays an important role as the main body
of the establishment and implementation of community integration care. Municipal government is an insurer of
long-term care insurance and serves as an insurer of local medical insurance, and cooperates with private medical
institutions to coordinate the care of the entire local residents.
Third, activities are carried out to coordinate and support the medical care, social care, daily life support, and various
areas of the communities in an integrated way. There are various services such as discharge support programs, home
care, visiting nursing, visiting care, day care, short-term hospitalization, as well as new organizations and personnel
such as community integrated care centers and care coordinators.
As a conclusion, it is important to understand each country's operational mechanism rather than simply comparing
the status quo of Japan and Korea. It will be important to figure out how Japan's community integration care changes
amid a longer-term trend.

10

대한공공의학회지 2019 Vol. 3

1. 서론
가. 한국의 커뮤니티케어
보건복지부는 2018년 3월 「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를 구성하고 ‘모두가 어울려 살기 위한 지역사회 포용 확대’를 추
진하기 위해 ‘커뮤니티케어 로드맵’을 발표하였다. 이후 5월에는 사회보장위원회 산하 커뮤니티케어 전문위원회로 복지,
보건, 의료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와 복지부, 행안부 등을 포함한 위원회를 구성하여, 향후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였
다[1, 2]. 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계획의 1단계인 ‘노인 커뮤니티 케어’를 2018년 11월 20일 발표하였다. 「지역사회 통
합 돌봄(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이하 ‘선도사업’) 지역으로 (노인) 광주 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북 전주시,
경남 김해시(장애인) 대구 남구, 제주 제주시 8개 지자체를 선정하였다[3].
정부가 커뮤니티 케어를 추진한 직접적인 배경은 첫째, ‘고령화’에 대한 대책이다. 앞으로 7년 후인 2026년이 되면 초고
령사회(노인 20%)에 진입한다. 5명 가운데 한명이 노인이 된다. 사회, 국가 시스템을 어떻게 정비해야할 것인지 준비해야
한다. 광범위한 “돌봄 사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노인들은 아프고 불편해도 평소 살던 집에서 지내기를 원하나, 병
원ㆍ시설에서 지내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 둘째, 보건-의료-복지 등 다양한 서비스에 대한 통합적 접근의 필요성이다.
그 동안 이런 서비스 간 연계 부족으로 지역 내 통합적 케어 제공에 한계가 있는 것은 인식하고 있었다. 보건의료와 복지의
연계가 미흡하여 각각 대상자 선정, 분절적으로 서비스 제공, 일부 유사ㆍ중복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보건소와
지역 의료기관 사이에도 연계 협력이 잘 되지는 않는다, 셋째, 중앙 정부 중심이 아닌, 지역 중심을 접근하자는 것이다. 지
역사회가 중심이 되어 지역사회에 의해 제공되어야 한다. 발표된 계획에는 시군구는 공공과 민간 자원 연계 활성화로 종
합적 케어 제공의 역할을 담당하고, 읍면동은 서비스 신청 접수 및 통합 안내를 담당하는 것으로 역할 분담을 하고 있으나
이것보다 더 포괄적인 중앙과 지방, 지역의 역할 설정을 해야 한다. 아직은 지역화의 기전이 명확하지는 않다.
커뮤니티케어의 4대 핵심요소로 1) 주거(노인 맞춤형 케어안심주택, 집수리 사업, 커뮤니티 케어형 도시재생뉴딜), 2) 건
강의료(집중형 방문건강서비스, 방문의료, 노인 만성질환 전담 예방관리, 병원 ‘지역연계실’ 운영, 3) 요양돌봄(차세대 노인
장기요양보험 구축, 재가 의료급여 신설, 식사 배달 등 다양한 신규 재가서비스), 4) 서비스연계(‘케어안내창구’ 신설(읍면
동), 지역케어회의 등 지역사회 민ㆍ관 서비스 연계ㆍ협력(시군구)로 정리하여 각 분야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림 1> 보건복지부 커뮤니티케어의 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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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일본의 지역포괄케어 시스템 검토의 필요성
일본과 우리나라는 지리적, 정치적, 사회문화적으로 많은 차이가 있지만, 여러 가지 밴치마킹의 대상이다. 그런데 왜
일본인가하는 것을 간단히 검토하는 것은 필요할 것이다. 유럽과 미국의 경우 기존 급성기 병원 시설 중심의 서비스체계
를 개편하기 위한 노력은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되었다. 급성기 의료와 지역사회 장기 요양 의료를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그 성과가 미국, 영국 등에서 제시되고 있다[4, 5]. 대만의 경우에도 “aging in place”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역사회
장기 돌봄 체계를 위한 재정적 기전의 재설계 등 다양한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6]. 일본의 경우 이미 커다란 제도개편이
진행 중이다. 2000년에 개호보험 제도가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아 후생노동성 보건국이 조직한 고령자 개호연구회가
발표한 ‘2015년 고령자 개호’에서 재차 지역포괄케어 구축의 필요성이 제언되었다[7].
무토 마사키는 2050년 한국의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은 36%로 일본의 40%에 이어 세계 2위가 될 것을 전망하며,
고령화와 저출산 및 인구 감소는 한·일 공통의 고민이다. 먼저 한발 앞서 고령화를 맞이한 일본은 현재 2025년을 향해
서 의료와 개호 제공 체제를 크게 바꾸려 하고 있는 일본이 한국의 의료 개호의 제도개혁에 참고가 될 것을 바라고 있다
[7]. 또한 일본의 커뮤니티케어를 소개한 니키류의 서문에도 서구 국가들은 상황이 너무 달라서 그냥 참고가 될 수는 있
어도, 우리의 현실 개선에 직접 도움이 되는 데는 한계가 있어 법적이나 정치적, 문화적 여건이 상대적으로 닮았으면서
도 우리보다 수십 년 앞서 인구 고령화의 길을 가고 있는 일본은 사회정책 분야에서 더없이 소중한 경험을 제공할 것이
라 전망하고 있다[8].
일본은 우리나라와 가깝도 다양한 제도, 정책이 유사한 점이 많아 적지 않은 참고가 되지만, 역사적, 사회문화적, 지
리적, 지방자치, 정치적, 인구학적 특성도 차이가 적지 않다. 우리나라 고령자의 46.5%는 빈곤한 것으로 나타고 있어
[9], 단순한 비교는 어려울 것이다. 더불어 최근 외교적 갈등은 일본의 경험과 교훈을 객관적으로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입장에서도 제약점이 되고 있다. 한일 양국은 2000년 이상의 역사 속에서 서로 강한 영향을 주고받은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겪고 있는 갈등은 극복하기 어려운 게 아니다. 이웃 간에 사이가 좋지 않으면 이사를 가면 그만이지만 국경을 맞댄
나라 사이는 그렇게 할 수도 없다. 그렇다면 교류 협력해 상호 발전에 이바지하는 관계를 맺는다면 한국과 일본이 공유
할 수 있는 비전은 얼마든지 만들 수 있을 것이다[10].

다. 목적
일본의 커뮤니티케어에 대한 현황을 검토하여, 향후 한국 고령사회에 대한 대비와 지역통합돌봄사업에 대한 교훈, 시
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현황을 간단히 기술할 것이며, 일본의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의 개
념, 이념, 추진과 관련된 의료분야의 개혁, 장기요양보험인 개호보험, 지역포괄케어센터 등에 대하여 기술할 것이다. 재
택의료, 방문간호스테이션, 인지증(치매) 그룹홈, 노인주거시설 등은 본 내용에 포함하지 못하지만 중요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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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용
가. 일본의 지역포괄케어 시스템의 배경
일본 지역포괄케어 시스템의 선구가 된 것은 1970년대에 시작된 히로시마현 공립 미쓰기 종합병원을 거점으로 한 오
노미치시 미쓰기쵸의 「지역포괄케어」이다. 이 「지역포괄케어」의 최초의 제창자인 미쓰기 종합병원 외과의 야마구치 노
보루 의사는 1970년 당시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으로 미쓰기 종합병원에 입원한 노인이 퇴원하여 가정에 돌아가 바로
「와병 생활(bed ridden)」이 되고 다시 입원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에 대해 미쓰기쵸는 1975년부터 간호
및 의료를 가정에 「배달」하는 서비스를 시작하여 와병 방지에 힘쓰기로 했다. 또한 마을의 보건복지부문을 병원내의 건
강관리센터로 통합하는 조직 개혁을 1984년에 실시했다. 이때부터 미쓰기쵸의 보건의료복지의 통합에 의한 「와병생활
예방」을 위한 실천을 「지역포괄 케어」라고 부르게 되었다.
이것이 보편화되어 전국적인 정책으로 실현해 나가는 데는 2000년 이후이다. 2000년에 개호보험제도가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아 후생 노동성 보건국이 조직한 고령자 개호연구회가 발표한 「2015년 고령자 개호」에서 재차 「지역포괄케
어」 구축의 필요성이 제언되었다. 또한 2010년의 「지역포괄케어 연구회」의 보고서 속에서 그 개념 정비가 이루어져 전
국적인 정책으로 보편화되기에 이르렀다. 구체적으로는 개호보험제도 개정으로 「지역포괄지원센터」가 제도화되어 당시
의 개호 요양병상의 폐지 방침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케어정비지침」의 책정이 의무화되는 가운데 드디어 지역포괄 케어
는 2012년 개호 보험의 보수 개정부터 본격적으로 출발하게 되었다[7].

나. 일본 지역포괄케어 시스템 현황
1) 지역포괄케어 시스템의 개념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은 「개호가 필요하게 되어도 익숙한 지역에서 그 사람다운 자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의료,
개호, 예방, 생활 지원, 주거를 포괄적이고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한마디로 [aging in place], [익숙한 지역
에서 최후까지]라고 할 수 있다. 지역포괄케어 시스템은 보험자인 시정촌과 도도부현이 지역의 자주성과 주체성을 바탕
으로 지역의 특성에 따라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11].
지역포괄케어 연구회 보고서에 따르면 [요구에 맞는 주택이 제공되는 것을 기본 바탕으로 생활상의 안전·안심·건강을
보장하기 위해 의료 및 개호 예방뿐만이 아닌 복지 서비스를 포함한 다양한 생활 지원 서비스가 일상생활의 장(일상생활
권역)에서 적절하게 제공될 수 있는 지역에서의 체제]라고 하고 있다. 의료 및 개호 수요를 같이 가지는 고령자를 지역에
서 지탱해 나가기 위해서는 주택 등에서 제공하는 방문진료 등의 의료와 개호와의 연계가 필수적인 구성 요소가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재택의료는 의사뿐만 아니라 치과의사, 간호사, 약사, 영양사, 재활 직종 인력, 케어 매니저나 도우미
등 의 개호 관련 직종을 더한 다직종의 연계가 필요하다. 이러한 다직종협동·연계 체제를 갖추는 것이 필수 조건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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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일본의 지역포괄케어의 모습(출처, 무토 마사키)
2) 지역포괄케어의 이념
지역포괄케어의 이념에서는 자조(自助), 호조(互助), 공조(公助), 공조(共助)의 4가지가 있다.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별
로 강조되지 않고 있는 것이며, 재원 조달과도 깊은 관련이 있어 많은 논의가 필요한 분야이다. 자조(自助)는 자신의 일은
스스로 하다는 개인 수준의 것으로 필요한 것에 대한 시장서비스 구매도 포함한다. 호조(互助)는 서로 서로 지지하고 있
는 것을 의미하며, 가족도 이 범위에 포함하기도 한다. "공조"와 공통점이 있으나 비용 부담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지 않
는 자발적인 지원을 의미한다. 공조(公助)는 세금으로 공동의 부담을 의미하며, 공조(共助)는 개호보험 등 위험을 공유
(risk sharing), 피보험자의 부담을 통한 사회보험 방식을 의미한다.
비용 부담에 따른 구분은 시대와 지역별 차이가 있다. 「自助」, 「互助」는 2025년까지 고령자의 독신 생활과 고령자만
가구가 더 한층 증가하여 도시에서는 강력한 「互助」을 기대하기 힘들고, 민간 서비스 시장이 커서 「自助」에 의한 서비스
구입이 가능할 수 있지만, 도시 지역 이외의 지역은 민간 시장이 한정적이지만 「互助」의 역할이 중요할 수 있다.
저출산 고령화와 재정 상황에서 지방비, 국비, 장기요양보험 재정을 대폭 확충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렇지만,
고령사회의 돌봄을 「自助」, 「互助」의 역할로 부담을 주기도 어려울 것이다. 주거, 일상 생활지원의 경우 인간의 기본적인
생활에 해당되는 것으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누구의 어떤 재원으로 이를 해결할 것인가는 다양한 문제와 쟁점을
야기한다. 고령사회에서 돌봄 요구는 더욱 증가할 것이며, 대상자와 기준, 목적, 재원 부담에 대한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그림 3> 일본 지역포괄케어의 이념(출처, 일본 후생성 www.mhlw.go.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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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역포괄케어의 구성요소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의 핵심적 구성요소는 ‘의료’, ‘개호(생활지원)’, ‘주거’로 구분할 수 있다. 일본의 지역포괄케어 개
념의 화분도에는 본인, 가족에서부터 시작하고, ‘주거’와 ‘보건예방’의 분야도 포함하고 있다. 그런데 이 개념에 대한 강
조와 세부적인 내용은 상황에 따라 변하였다. ‘’생활지원, 복지 서비스‘는 ’개호예방, 생활지원‘으로 ’보건, 예방‘이 ’보건,
복지‘로 2012년에는 변화가 있었다(니키류, 104쪽). "개호","의료","예방"라는 전문적인 서비스와 그 전제로서 "생활"과 "
생활 지원·복지 서비스"가 서로 관계하고 연계하여 재택의 생활을 지탱하고 있다.
첫째, 주거와 주거 방식은 생활의 기반으로서 필요한 주거가 정비되고 본인의 희망과 경제력에 맞는 생활 방식이 확보
되고 있는 것이 지역 포괄 케어 시스템의 전제. 고령자의 사생활과 존엄이 제대로 지켜진 주거 환경이 필요하다. 둘째, 생
활 지원·복지 서비스는 심신의 능력의 저하, 경제적 이유, 가족 관계의 변화 등에서도 품위 있는 삶을 계속할 수 있도록
생활 지원한다. 생활 지원에는 식사 준비 등 서비스화할 수 있는 지원부터 인근 주민의 말걸기나 돌봄 등의 비공식적인
지원까지 폭넓고 담당자도 다양. 생활이 곤궁한 자 등에는 복지 서비스로서 제공도 고려한다. 셋째, 개호·의료·예방은 개
개인이 가진 과제에 맞추어 "개호·재활", "의료·간호", "보건·예방＂이 전문직에 의해서 제공되는(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일
체적으로 제공). 케어메니지먼트를 토대로 필요에 응하고 생활 지원과 일체적으로 제공되는 것이다.

<그림 4>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의 5가지 구성요소(출처, 일본 후생성 www.mhlw.go.jp)

4) 지역포괄케어와 의료개혁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의료체계와 지역돌봄체계를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은 거의 없다. 일본의 지역포괄
케어 시스템은 의료제공체계와 연계되어 있고, 의료와 돌봄을 어떻게 제공할 것인지 전체 지역의 공급체계를 개혁하는
방향으로 볼 수 있다. 「의료의 기능 분화를 추진함과 동시에 급성기 의료를 중심으로 인적·물적 자원을 집중 투입하여
이어지는 회복기 등의 의료나 개호 서비스를 충실히 함으로써 총체적인 입원 기간을 가능한 단축한다. 또한 조기 가정
복귀 및 사회 복귀를 실현하고 동시에 재택의료·재택개호를 대폭 보충하여 지역에서의 포괄적인 케어시스템을 구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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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제안하고 있다. 『의료로부터 개호로』, 『병원·시설로부터 지역·재택으로』 이어지는 흐름을 진정 추진하고자 한다면
의료와 개호 두 가지를 말 그대로 ‘하나로 보고’ 재검토해야만 한다
우리나라의 중진료권과 유사한 제2차 의료권을 지역의료구상 구역으로 하여 4개 종류의 병상(고도급성기, 급성기,
회복기, 만성기)별도 2025년의 '필요병상 수'와 '개호시설 및 재택을 포함한 재택의료 등'을 정하고 이를 이루어내는 것이
다. 제2차 의료권은 전국에 약 300개 있는데 평균 인구는 약 40만 명이다. 지역의료구상은 지역포괄케어와 일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지역의료구상과 지역포괄케어는 사회보장개혁프로그램법
등의 법률에서 동격으로 포함되어 있다. ② 지역의료구상에서의 '필요병상 수' 감소는 향후 지역포괄케어를 구축해서 현
재의 입원환자 중 약 30만 명을 재택의료 등(정확하게는 개호시설 재택의료 등)으로 이행시키는 것이 대전제로 되어있
다. ③ 대학병원이나 대형병원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병원은 지역의 니즈에 부응하기 위해서도, 경영을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서도, 지역의료구상뿐만 아니라 지역포괄케어에도 적극적으로 관여할 필요가 있다[8].
이러한 의료와 개호 연계의 법적 기반 정비를 한 것이 의료개호일괄법의 취지이기도 했다. 이 법의 하나인 개정 개호
보험법에서는 재택의료와 개호의 연계가 시정촌의 지역지원사업 속에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개정이 이루어졌다. 그리
고 지역의료구상에서도 만성기 의료기능 속에서 재택의료의 필요량이 추계되는 등 의료법 중에서도 앞으로 제도 개혁
이 이루어지려 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 개혁의 흐름을 각각의 지역에서 받아들이면서 지역포괄 케어시스템을 구축해 나
가는 것이 중요하다[7].

5) 의료보험과 개호보험의 조정
우리나라에서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연계, 구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서 이 문
제가 발생되고 있다. 일본은 2014년 6월 18일에 의료개호일괄법을 제정하였다. 의료와 개호의 개혁을 향한 개정 법안
을 정리한 「지역에 있어서 의료 및 개호의 종합적인 확보를 추진하기 위한 관련 법률의 정비 등에 관한 법률안」 (이하 의
료개호일괄법)이다. 의료개호일괄법은 2025년을 내다 본 의료, 개호의 구조개혁법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이
일괄법에서는 이후의 의료개호 서비스의 제공체제인 [지역포괄 케어시스템]의 구축을 최대 정책과제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의료서비스는 원칙으로서 의료보험에서 지급되고 개호 서비스는 개호보험에서 지급된다. 양자는 사회보험이라는 점
에서는 같지만 각각 서비스 제공 주체나 서비스 내용, 담당하는 전문 인력, 보험의 구조가 다르다. 하지만 서비스를 받는
환자, 이용자는 어디까지나 한명이며, 그 수요에 대응한 의료와 개호 서비스를 케어 사이클의 흐름에 따라 단절없이 매
끄럽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현실에는 이 의료개호의 연계가 매우 힘들다. 이러한 것도 2000년에 개호보험이 만
들어져 14년이 경과했지만 이 14년간 진료보수개정 7회, 개호보수개정 4회를 거쳐 각각 보수체계는 복잡화 다양화되고
있다. 이 복잡화한 의료, 개호의 양쪽의 서비스를 숙지해 제대로 양자를 코디네이트하는 것은 이제 쉽지 않게 되었다[7].
2000년 개호보험법 제정과 함께 고령자에 대한 공적 지원은 정부 및 지자체가 주도하는 양상을 띠게 되었다 이 시기
일본의 고령자 정책은 개호시설의 확충에 집중되었다. 2005년 개호보험법 개정은 공적 지원의 방향성에 중요한 전환이
일어나는 시발점이 되었다.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개호서비스 비용의 급격한 확대에 따른 재정파탄의 위기감이 개호보
험법 개정의 주요한 동기가 되었다. 장래의 개호급여비와 보험료 부담의 중대를 억제하기 위해 요개호자의 증가를 사전
에 방지하는 개호예방 시스템의 구축이 추진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 마다 개호예방사업의 핵심 추진기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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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지역포괄지원센터가 설립되기 시작했다. 또한 지자체를 중심으로 모든 고령자의 보건 및 복지를 종합적으로 관리한
다는 발상에 따라 각종 고령자 생활지원 사업이 등장하기 시작했다[12].
재택서비스와 시설서비스 이용자의 비용 부담에 있어 형평성을 기하고, 개호보험과 연금의 중복급여를 방지하기위해
개호보험 시설에서의 거주비와 식비는 보험급여 대상 외로 하여 본인이 부담하도록 했다. 재택지원을 강화하고 독거노
인 및 치매 환자의 증가와 고령자 학대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밀착형 서비스라는 새로운 서비스체계가 창설되었다. 지역
밀착형 서비스는 시정촌 지자체의 지도 및 감독에 따라 지역 특성에 맞게 다양하고 유연한 방식으로 지자체의 피보험자
들에게 제공되는 개호서비스를 말한다.

6) 지자체의 역할
2011년 개호보험법 제3차 개정 이후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의 구축이 정책의 핵심을 이루게 되었다. 지역포괄케어시스
템의 구축은 시정촌의 고령자 복지를 종합화하고 의무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 지방자치제도의 역사에서 지역포괄케어시스템 구축만큼 시정촌 지자체가 포괄적이고 독자적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는 아마 없을 것이다. 그러나 시자체 공무원들에게는 이 점이 오히려 익숙하지 않은 것이다. 그동안 시정촌 지자체
직원들은 정부나 상위 지자제의 명령적 지침을 하달 받아 실행하는 업무를 주로 해 왔지만,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의 구축
은 자신들이 사업을 기획·실행하여 지자체 내외부의 평가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업무의 양이나 책임에서 부담이 큰 것이
다. 정부당국(후생노동성 및 관계기관)의 입장은 시정촌의 특수한 상황과 자율적 역량을 최대한 살린 지역포괄케어시스
템을 구축하라는 것인데, 시정촌 당국자들의 입장에서는 정부의 예시적 지침을 충족시키거나 기존의 업무평가 방식에
서 인정될 수 있는 사업을 창안· 실행하는 것이 안전하다.
일본 정부 및 지자체의 고령자 지원의 범위는 갈수록 확대되고 있으며, 신체적 자립성을 상실한 고령자에 대한 개호
지원에서 고령자 전체에 대한 개호예방과 생활지원으로 무게 중심이 옮겨가고 있다.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행정력의 한
계와 지자체의 과중한 부담을 파악해야 한다. 일본에서 고령자 지원은 정부 차원의 보험공단이 아니라, 시정촌(도교도
는 특별구) 지자체가 보험자가 되어 개호보험제도를 운영하고, 고령자지원 행정의 핵심주체가 되는 것은 한국과 다른 일
본의 특성이다. 이 구조는 일본의 개호보험법이 시행될 때 결정된 것이고, 변함이 없다. 한국의 연구자들이 흔히 범하는
오류는 한국식 제도와 사고에 너무 익숙한 나머지 일본의 개호보험제도 및 그 운용 양상을 지자체 차원을 빼고 중앙 정
부 차원에서만 검토하는 것이다. 이것은 자동차 설계도를 그리는 사람이 외관의 모양만을 그리는 것과 유사한 일이다
[12].

7) 지역포괄케어센터
지역포괄지원센터는 지역 고령자의 종합상담, 권리옹호나 지역의 지원체계 만들기, 개호예방 원조 등을 실시하고, 고
령자의 보건의료의 향상 및 복지의 증진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으로 시정촌이 설치한다. 고령
자가 익숙한 지역에서,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호 보험 서비스뿐만 아니라, 보건, 의료, 복
지의 전문직이나 자원 봉사자와 같은 지역의 여러 가지 자원을 종합한 포괄적인 케어 (지역 포괄 케어)를 제공하기 위해
서 설치된 창구이다. 지역포괄케어 실현을 위한 핵심적인 기관이다 현재 전국에 약 4,300개소가 설치되어 있다(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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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현재, 지사(출장소)를 포함하면 7,000개소 이상).
지역포괄지원센터는 시정촌이 설치 주체가 되어 보건사, 사회복지사, 주임개호지원전문원 등을 배치하고, 이들 3직종
의 팀 어프로치에 의해 주민의 건강유지 및 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한 원조를 함으로써 보건의료의 향상 및 복지의 증진
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다(개호보험법 새115조의 46 제1항).

<그림 5> 지역포괄지원센터의 역할
주요 업무는 개호예방지원 및 포괄적 지원사업인 ① 개호예방매니지먼트 업무, ② 종합상담시원 업무, ③ 권리옹호 업
무, ④ 포괄적, 계속적 케어매니지먼트 지원 업무이고, 세도 간의(횡단적인) 연계네트워크를 구축해 실시한다. 지역포괄
지원센터의 설치 주체는 직영이 약 30%, 위탁 이약 70%이고, 위탁이 증가하고 있다[8].

8) 재택의료와 지역돌봄 서비스
의료 및 개호 수요를 같이 가지는 고령자를 지역에서 지탱해 나가기 위해서는 주택 등에서 제공하는 방문진료 등의 의
료와 개호와의 연계가 필수적인 구성 요소가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재택의료는 의사뿐만 아니라 치과의사, 간호사, 약
사, 영양사, 재활 직종 인력, 케어 매니저나 도우미 등의 개호 관련 직종을 더한 다직종의 연계가 필요하다. 이러한 다직
종 협동·연계 체제를 갖추는 것이 필수 조건이 된다.
일본에서도 아직 의료와 개호를 어떻게 연계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지자체별로 특성을 고려하여 접근하고 있다. 의료
담당 부서와 개호 담당 부서가 관공서의 수직적 조직 속에서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 이 때문에 지역포
괄 케어시스템에서 재택의료와 개호의 담당 부서를 횡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새로운 조직을 만들거나 보건, 국민의료보
험, 개호 등의 담당 부서의 사전 협의와 연계 속에서 담당 부서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재택의료와 개호연계체제의 구축에는 재택의료에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지역의사단체의 ‘시군 의사회’와의 협동관계

18

대한공공의학회지 2019 Vol. 3

가 대단히 중요하다. 또한 의사회 측에서도 이러한 시구정촌의 움직임에 응해서 의사회 내부에서도 의사통일을 꾀하며
적극적인 지역포괄 케어시스템의 구축, 특히 재택의료와 개호연계의 구축을 향해 시구정촌과의 협력체제, 의사소통을
꾀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13].
지역포괄케어를 확보하기 위한 의료보험과 개호보험의 급여 내용과 범위는 상당히 다양하여 재택의료를 통한 서비스
뿐 아니라, 개호 돌봄 서비스의 경우에도 매우 다양하다. 일본의 노인들이 받을 수 있는 서비스는 매우 다양하다, 그 내
용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렵고 너무 복잡하기까지 하다.
첫째, 사는 곳에서 이용하는 서비스로는 방문개호(홈헬프), 방문 개호원(홈 헬퍼)이 가정에 방문하여 개호나 가사 등의
일상생활상의 관리를 하는 서비스, 방문간호(간호사 등이 가정을 방문하여 요양상의 관리 또는 필요한 진료의 보조를
실시하는 서비스), 정기순회·수시 대응형 방문개호 및 간호(방문개호와 방문간호를 정기적 순회 또는 필요할 때 받는 서
비스), 방문입욕 개호(가정에 욕조를 반입하여 목욕하는 서비스), 방문재활(물리치료사나 작업치료사, 언어치료사가 가
정에서 재활을 실시하는 서비스), 주택요양 관리지도(의사, 치과의사, 약사, 영양사 등이 방문하여 요양생활에 필요한 조
언을 하는 서비스), 복지용구 대여(일상생활이 더 살기 좋게 되도록 휠체어·침대 등의 복지용구를 대여 받는 서비스(개호
도에 따라 일부 제외 용구가 있음)
복지용구 구입비(입욕·배설 등에 사용하는 복지용구 구입비용의 환불을 실시하는 서비스), 일상생활 용구(더 안전하
게 생활하기 쉽도록 용구를 빌리거나 받을 서비스로 대상은 65세 이상의 혼자생활하거나 노쇠한 사람), 주택 개조비(난
간의 설치나 단차해소 등의 주택 개조비용의 환불을 실시하는 서비스), 고령자 생활지원(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개보 예방으로 일상생활에 밀착한 다양한 서비스(대상은 개호 예방과 생활지원을 필요로 하는 고령자)이다.
둘째, 직접 가서 이용하는 서비스로는 통소개호, (데이서비스), 개호 사업소에 다니고 목욕, 식사 등의 일상생활상의
관리 및 레크리에이션 등을 실시하는 서비스, 통소재활(데이케어). 병원이나 개호 노인 보건시설에 다니고 필요한 일상
생활동작 훈련, 개별 재활 프로그램 등을 실시하는 서비스로 소규모 다기능형 주택개호(다니는 것을 중심으로 이용자의
상태나 희망에 따라 숙박 및 방문 서비스를 함께 받는 서비스), 단기입소 생활개호(단기보호, 단기입소 시설, 특별 양호
노인 홈 등에 단기간 입소하여 목욕, 배설, 식사 등의 일상생활상의 도움이나 기능훈련을 받는 서비스), 단기입소 요양개
호(단기보호, 개호 노인 보건시설, 지정 개호 요양형 의료시설 등에 단기간 입소하여 간호, 의학적 관리 하에서 개호, 기
능훈련, 일상생활상의 도움을 받는 서비스), 모임활동(지역의 자발적인 모임 장소) 등이 있다. 위의 이런 서비스 들은 의
료보험과 개호보험을 통해 제도될 수 있는 것들이다[14].

9) 성과 및 평가지표
일본의 지역포괄케어는 아직 그 성과를 명확히 제시하지는 않고 있다. 사회 전반적 시스템의 변화, 의료체계, 돌봄체
계의 변화가 단기간에 나타나기는 어렵기 때문이며, 한국에 비하여 장기적 시각으로 접근하고 있는 일본의 특성이 반영
되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일본 지역포괄케어의 효시라고 할 수 있는 공립미츠기병원의 보고서는 그 성과를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15].
첫째, 와병 생활 노인이 감소하였다. 히로시마현 오노 미치시에서는 1975년부터 전국 최초로 거동 제로를 목표로 출
장 의료 (홈 케어)를 시작하였으며 10년이 경과 한 1985년경에는 와병 생활 노인이 3 분의 1로 감소하였다. 그리고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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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 한 많은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노쇠하며 노쇠를 방지하는 것은 노인의 QOL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
둘째, 지역포괄 의료 케어를 추진함으로써 시설 관리에서 홈 케어로 이동되어 고령자의 생활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
정든 집에서 가족과 함께 생활하고 싶다는 것이 많은 노인의 소원하지만 현실은 개호를 필요로 하는 고령자는 "가족에
게 폐가 걸린다"고 생각 개호하는 가족은 "집 에서 간호는 환경이나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등의 사정으로 시설에 입소
하는 경우가 많다. 방문 서비스, 통소 서비스, 주택 개수 서비스, 복지 용구 대여 서비스와 시설 관리와의 연계 등을 충실
하여 고령자 본인도 가족도 안심하고 재택 케어를 선택할 수 있는 것 됩니다.
셋째, 건강 증진 및 노인 의료비의 적정화가 되었다. 보건, 의료, 간호, 복지 서비스를 관계 기관이 연계하여 일체 적으
로 제공하는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노인 의료비가 도도부현 평균을 밑돌고 있습니다.
넷째,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이 갈수록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효과가 나오고 있다. 많은 지역 의료보험가입자가
많은 지역은 산간 지역 등의 도시 지역 이외의 지역이지만 병원과 노인 보건 시설, 케어 하우스, 그룹 홈 등의 시설의 운
영 또는 각종 보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전문직 등 많은 인력이 모여 지역 주민의 고용 증대에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
한 입원, 입소, 통원, 통원 환자와 가족, 그리고 직원 등 시설을 방문하는 사람들에 의해 주간 인구의 증가와 소비 등 지
역의 활성화를 볼 수 있습니다.
일본의 지역포괄케어 시스템 전체에 대한 평가는 아직 기대하기는 어려우며, 지역에 따라 추진되는 성과가 다르게 나
타날 것이다. 다만, 지역포괄케어평가를 위한 개념틀과 지방자치제에서 평가 지표를 참고하면 향후 어떤 성과를 보일 것
인지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16, 17].

<그림 6> 지역포괄케어 시스템의 평가 개념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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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정든 지역에서의 요양 생활의 유지(65세 이상 노인)에 관한 지표 목록
지표

정의

S

재택 요양 지원 병원 수

지역 내 재택 요양 지원 병원의 수

S

재택 요양 지원 진료소 수

지역 내 재택 요양 지원 진료소의 수

P

방문 진료 대상 환자 수

방문 진료의 대상이 되고 있는 환자의 수

P

방문 간호 이용자 수

방문 간호를 이용하고 있는 사람의 수

O

병원에서 가정 복귀율

퇴원 처가 자택인 환자 수 / 퇴원 환자 수

O

의료 의존도가 높은 환자의 가정 복귀율

퇴원 처가 자택인 환자수(의료 구분 2,3) / 퇴원 환자 수

O

개호 노인 보건시설 등의 재택 복귀율

퇴소 처가 자택인 인원 / 퇴소 자수

O

시설 입소 비율

65세 이상 인구 중, 개호 보험 시설에 입소한 사람의 비율

O

중증 개호 요구자의 재택지원율

개호 요구도 4 이상인 자 중 가정에서 생활하고 있는 비율

O

65세 이상 고령자의 전출 비율

1년간의 전출자 수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

O

개호가 어려워져 전출된 고령자의 비율

65세 이상 고령자의 전출자 가운데, 간호를 이유로 전출한 자의 비율

O

독거노인의 이사 비율

65세 이상 독거노인 중 이사 한 사람의 비율

O

노인 가구의 이사 비율

65세 이상 노인 가구 중 이사한 사람의 비율

O

재택 요양을 지지하는 가족의 만족도

임의

O

재택에서의 주된 개호 사용자 만족도

임의

O

재택 요양을 지지하는 관계자의 만족도

임의

S-구조평가, P-프로세스 평가, O-Out Come 평가

3. 시사점
일본과 우리나라의 단순한 비교보다는 그 작동 기전에 대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 나라의 단순한 모방이 다른
곳에 쉽게 작동되지 않는다. 일본의 지역포괄케어시스템에 대한 이해에도 많은 시간과 그 사회의 제도, 문화를 이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일본의 지역포괄케어 시스템에 대한 검토에서 몇 가지 시사점만을 검토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지역포괄케어 시
스템을 둘러싼 환경, 다른 제도, 정책과의 관계이다. 일본의 지역포괄케어 시스템은 의료체계의 전체적인 흐름, 의료구
상, 입원중심에서 지역중심으로의 전체적인 방향의 전환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지역포괄케어의 수립
과 시행의 행정적 주체로서 시정촌의 역할과 역량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개호보험의 보험자이며 지역의료보험의 보험
자로서 시정촌의 역할과 시정촌 보건복지행정의 주체로서 시정촌이 중심이 되어 민간의료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해 가는
것이다. 중앙정부는 시정촌이 이런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다른 제도의 설계, 지원을 담당한다. 셋째, 의료, 개호, 생활지
원, 지역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조정, 연계를 위한 제도, 정책, 활동이 이루어진다. 지역포괄케어센터,
케어 코디네이터와 같은 새로운 조직과 인력뿐 아니라 다른 분야 간의 연계 조정을 위한 퇴원조정, 재택의료, 방문간호,
방문개호, 통소 서비스, 단기입소 등 통합적 지역돌봄 서비스를 위한 개별 사업, 서비스뿐 아니라 이를 연계 조정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존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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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역포괄케어와 의료개혁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병원, 시설에서 지역으로’라는 커다란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고, 전국의 제2차 의료권을 지역의
료구상 구역으로 하여 4개 종류의 병상(고도급성기, 급성기, 회복기, 만성기)별도 2025년의 '필요병상 수'와 '개호시설
및 재택을 포함한 재택의료 등'을 정하고 이를 목표로 의료에 대한 시설을 개혁하기 위한 접근이 있다. 기존의 급성기 병
상을 실제로 축소하는 것은 매우 어려워 많은 진전을 이루어 내지는 못하는 듯하다. 급성기에서 회복기, 만성기로서 기
능 전환을 통해 입원 중심에서 지역 중심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다. 여기에서 보험수가, 소비세를 통한 재정지원과 함
께 도도부현이 이를 개선하기 위한 행정적 노력이 동반된다. 고도급성기, 급성기 병상의 조정, 축소에는 일본의 입원 환
자의 수가체계인 DPC 제도와 함께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DRG를 변형한 이 제도는 급성기의 재원기간이 길면 병원
은 수익성에 손해를 보게 된다. 가능한 입원환자를 빨리 퇴원시켜야 되며, 이를 위한 기관간의 연계, 지역연계 CP, 퇴원
조정, 퇴원계획 수립 등의 입원에서부터 퇴원을 준비하고, 퇴원 후 어느 기관을 갈 것인지, 재택복귀를 위한 제도와 정책
이 존재한다.
고도급성기, 급성기 병상을 감소하고 지역기반의 시설, 재택의료, 지역포괄케어 시스템을 강화하려는 노력은 동시에
이루어져야만 한다. 우리나라와 같이 급성기 병원, 중소병원, 요양병원이 환자를 입원시키려 하고, 환자도 병원에 오랫
동안 입원하려고 한다면, 지역통합돌봄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일시적, 부분적인 성과만을 거둘 것이다. 장기적으로
현재의 지역별 병상규모, 병원의 기능 조정, 지역단위 통합돌봄을 위한 시설, 인력 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의
료계획과 지역통합돌봄계획이 연계를 갖고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에도 물론 보건소가 중심이 되어 작성하는 지역의료계
획이 존재하고, 복지행정기관이 중심이 된 지역복지계획이 존재하지만 실제적인 기관, 서비스의 공급체계 조정을 위한
권한과 역량, 중앙정부의 정책적 지원은 존재하지 않고, 따라서 작동되지 않는 계획서에 불과하다. 의료전달체계의 개
선, 급성기 병원과 일차의료의 기능개선, 방문의료를 활성화하기 위한 수가 개선 등의 의료개혁과 지역포괄케어 시스템
구축이 연계되어야 한다.
병원에 ‘지역연계실’(사회복지팀, 사회복지사ㆍ의사ㆍ간호사 등) 설치, 퇴원 전 종합적인 환자평가-퇴원계획 수립 및
지역사회 연계를 제시하고 있다. 암환자에 대해 퇴원ㆍ사후관리계획 수립 및 퇴원 후 건강관리, 사회생활 복귀 상담·교육
과 서비스 연계를 지속적ㆍ통합적으로 제공한다. 암 환자에 대해서는 지역암센터와 같은 정부 지정된 대학병원이 지속
추진하던 사업이다.
요양병원의 급속한 양적 증가와 질적 수준, 사무장 병원에 대한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시되었다. 특히 요양병원의 기능
분화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으며 커뮤니티 케어에서도 요양병원은 노인의 다양한 수요를 전문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회복ㆍ재활, 호스피스, 치매전문 등으로 기능 분화를 주문하고 있다. 기능별 시범사업 추진 후 제도화 방안을 검
토할 것이다.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 공립요양병원 중심 치매안심병원 지정ㆍ운영 등을 계획하고 있다. 탈시설, 탈병원
와 지역복귀 중심으로 환자를 치료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 지자체의 역할과 역량 강화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각 지리적, 지형적 특성이 강하다. 지방자치가 오래전부터 활성화된 것도 그 이유이다. 지역포괄
케어시스템에 있어 이런 영향은 개호보험의 시정촌의 역할에서 나타난다. 보험자로서 시정촌의 역할이 중요하다. 복지

22

대한공공의학회지 2019 Vol. 3

서비스의 제공자라기보다는 사회보험자로서 공급자와 노인을 포함한 가입자에 대한 수요, 공급체계를 조절한다. 기본적
인 정책 방향은 중앙정부가 제시하더라도 구체적인 지역특성에 맞는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은 해당 지역의 특성에 따라
다르다. 그래서 일본의 어떤 학자는 ‘시스템’이 아닌 ‘네트워크’에 불과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매
우 중요하다.
재원의 차이를 주목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나라의 커뮤니티케어는 아직 구체적인 재원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기존
의 사회복지의 확대,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에서 실시하고 있는 일부 사업의 확대를 제시하고 있다. 아마도 보건복지
부의 복지 예산의 확대, 복지인력의 확충을 통해 커뮤니티케어를 추진하려는 의도인 것 같다. 복지 예산은 국비, 지방비
의 비중에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은 ‘보험재정’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일본은 ‘개호보험’이라는 보험재정을 통
해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장기적인 측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이 커뮤니티케어의 성공과 직접 관련되어 있다. 노인의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커뮤니티케어는 평소 살던 집이나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보다
는 집이나 내가 살던 동네가 중요하다. 지역사회에 적합한 자원이 개발되고 연계되어 서비스의 제공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서 일본의 니키류 교수는 지역포괄케어시스템에 대해 전국에서 일률적으로 실시되는 ‘시스템’이 아니라, 각각의 지
역에서 자율적으로 추진되는 ‘네트워크’이라고 한다. 즉 지역에서 생활하기 위한 지원의 포괄화, 지역연계, 네트워크 형
성이라고 강조하였다[18]. 중앙 정부의 기준과 지침의 제시는 필요하지만 지역의 특성에 맞는 사업을 개발하고 실행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에 있어서 ‘재정’에 대한 논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커뮤니티케어의 재정 전략을 검토하는 것
은 이 정책의 지속성과 관련되어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별도의 재정적 검토가 아닌 ‘지방자치단체’
를 그 핵심에 두고 재정 전략을 검토해야 한다.
정부의 발표에도 재정 조달, 재원 분담 원칙ㆍ방식(중앙정부-지방정부, 조세-사회보험 등)과 함께 지자체에 지역 주민
의 커뮤니티케어 달성에 필요한 재정적 책임과 인센티브 부여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의료급여는 지자체가 서비스 제공과
재정 부담을 모두 담당하고 있어 커뮤니티케어를 위한 재정적 유인 존재하지만, 의료급여가 아닌 다른 노인의 경우 이런
재정적 인센터브가 없다. 포용적 복지에서 추구하는 커뮤니티케어는 취약계층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노인 전
체를 대상으로 한다.

<그림 7> 커뮤니티케어를 위한 지역 재량자금(출저, 석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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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가 장애인, 치매 노인, 정신질환자를 배제하지 않아야 한다. 우리 마을에 노숙자들이 다니면 불안하여 신고
하고, 거동 불편한 노인들이 집보다는 시설, 병원에 들어가 있어야 안심한다. 그런데 병원이나 시설에 가면 그 비용은 건
강보험이나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지불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 노인, 치매, 장애인들이 지역에 오면 오히려 재정
적 부담이 증가할 것이다. 지자체가 재원이 부족한 상황에 탈시설화, 탈원화되는 돌봄이 필요한 노인을 받아들일 기전이
없다.
지자체에 재정적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지자체의 역량과 직접 관련된다. 커뮤니티케어 재원은 고유한 개별제도 재정
에 더하여 커뮤니티케어로 인한 비용 절약분에 기반을 둔 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기여금과 중앙정부 및 지자체
지원 보조금을 합한 커뮤니티케어 재량자금으로 구성하자는 제안이 있다[19]. 기존 제도와 법 개정, 재정 당국의 설득
등 난제가 많지만 좋은 제안이다.

다. 지역통합돌봄의 내용
한국형 커뮤니티 케어는 ‘Community의 확장’과 ‘Care의 연속화’를 목표로 하는 3 Community(In the community,
By the community, Decentralized community)와 3 Care(medical & health, long-term care 및 social care,
independent living)을 조합하여 종합적인 정책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커뮤니티케어정책은 지역사회 내에서의 돌봄
(Care in the Community)과 지역사회에 의한 돌봄(Care by the Community)으로 접근하되, 우리나라의 지방분권 구
조에서 고려되어야 한다[20].
지역통합돌봄을 위해서는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노인이 사는 곳에서 이용할 수 있는 방문돌봄, 방문재활,
방문간호, 방문의료, 정기순회 및 수시 대응 방문 서비스, 복지용구 대여 및 구입, 주택 개조 지원 등 개발되어야 한다. 또
한 직접 가서 이용하는 서비스로 통소 데이케어 서비스(목욕, 식사 등), 통소재활. 병원이나 보건시설, 복지시설에서 다
양한 일상생활동작 훈련, 개별 재활 사업, 단기입소 생활지원, 노인의 지역의 자발적인 모임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가 있
어야 한다. 현재 있는 서비스의 질적 수준도 개선되어야 한다. 정부발표에도 품질관리체계 구축방안으로 서비스 제공기
관, 케어매니저 등에 대한 품질관리, 커뮤니티케어 성과평가를 위한 지표 발굴 및 적용을 제시하고 있다. 양적, 질적으로
다양한 서비스는 미래의 일자리와 연관될 것이다.

<표 2> 커뮤니티케어에 필요한 서비스의 종류
서비스 종류
입소 및 거주

지역사회 보건, 복지시설, 치매 공동주거 시설, 노인 그룹홈, 장애인 공동시설 등

단기체류

단기 입원, 입소 가능한 보건, 의료, 복지 시설,

데이케어

회복기 재활, 허약 노인, 치매 노인, 장애인 및 정신질환자 등

재가

방문의료, 방문간호, 방문재활, 방문간병, 방문요양, 방문생활지원 등

주거시설 및 각종 장비, 이송 차량 등 신축 및 리모델링을 통해 필요한 시설을 확충해야 한다. 그룹 홈, 치매 공동주거
시설, 단기체류(short stay) 시설, 데이케어 센터의 경우 표준 주택 건축 및 시설 모델이 필요하다. 단기, 장기적 주택, 주
거 환경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또한 노인, 장애인, 치매노인 친화적인 주거 및 생활환경을 위한 ① 설비, 장비, 비품,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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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송차량, ③ 안전 및 사고 모니터링 장비 및 비품 등을 개발하여 지원해야한다. 이런 분야에 대한 산업화의 가능성을 검
토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이런 서비스를 연계, 조정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어느 단계에서, 어느 수준으로 이것을 만들고, 조정할
것인가이다. 노인 복지분야와 보건의료분야의 연계 체계를 제시해야 한다. 급성기 병원에서부터 필요하다. 입원 환자의
퇴원 준비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요양병원, 요양시설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제기되어야 한다. 노인 돌봄이 필요한 대
상자들이 퇴원 이후 지역사회에서 어떤 서비스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그 흐름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분절된 사회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해야 보건의료 및 복지 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다. 누가 어떤 권한과 책임을 갖고
실제적인 연계를 할 것인? 보건과의 연계 실행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정부 발표에도 현장에서 서비스 간 연계를 저해
하거나 칸막이화를 조장하는 복지사업지침 일제 정비를 제시하고 있다.
노인복지서비스의 보호영역인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돌봄바우처, 재가노인복지서비스 등의 유사서비스 공급체계에
대한 효율성과 적합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노인보호와 관련된 서비스는 다양한 사업명을 가지고 정부 부처별, 그리
고 복지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내에서도 여러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21]. 또한 장기요양 욕구가 높은 대상자에 대해 노
인장기요양보험의 시설급여와 건강보험의 요양 병원 간 역할이 명확히 구분되지 못하며, 급여 이용자 입장에서도 구분
이 어려운 상황이다. 상대적으로 요양 욕구가 낮은 재가 거주 노인의 경우 장기요양보험, 돌봄종합서비스, 재가서비스
등 재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 간의 연계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도 있다. 서비스를 관리하는 주체가 건강보험
공단과 지방자치단체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 내 노인돌봄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것이다.

4. 결론
일본의 지역포괄케어 시스템의 구축에 관한 현황을 기술하고, 우리나라의 지역통합돌봄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몇 가
지 도출하였다. 시간, 지식의 한계로 인하여 일본의 보다 구체적이고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었으며, 이후
다른 연구자들을 통해 더욱 장기적인 흐름 속에서 일본의 지역포괄케어를 파악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시사점
도출에 있어서도 우리의 주요 과제에 대한 성찰과 이에 대한 교훈을 도출하는 것은 계량적 분석이 아닌 지식과 경험, 직
관에 의존해야 하는데 이에 많은 한계를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새로운 관점, 이론, 정보들이 추가되어 우리나라 보건의
료와 지역통합돌봄의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한다.

일본 지역포괄케어 시스템의 현황과 한국 지역통합돌봄 구축의 과제 | Special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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