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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Comparative Study of Quality of Life in the Elderly 

between Formal Care and Informal Care

Lee, Seok Hwan

Department of Catholic Social Welfare

The Graduate School of Theology

Sogang University

  The study sought to confirm whether long-term care adequately addresses 

the elderly's desire for achieving 'aging in place' by comparing the quality of 

life in the elderly between formal care and informal care. 

  Long-term care has become a representative formal care in the process 

of socialization of care due to new social risks. In previous studies, formal 

care has been discussed and evaluated mainly focusing on easing the burden 

on families, such as care time and care costs. However, the purpose of the 

socialization policy of care is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of care recipients 

and their families, so the quality of life of care recipients needs to be more 

concerned in the process of discussing the policy's performance. The purpose 

of formal care is to alleviate the burden on families and to maintain or 

improve the quality of life of care recipients by supplementing or 

substituting informal care. Therefore, it is reasonable way to evaluate the 

policy’s performance by ensuring that formal care is maintaining or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in the elderly as much as informal care.

  The data used in this study were the "2017 Survey of the Elderly" 

conducted by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nd the Korea Institute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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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lth and Social Affairs. The analysis tool was Stata 14.2, and the main 

analysis methods were PSM(propensity score matching)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ccording to Model I analysis, the formal care group has lower residential 

environment satisfaction and lower life satisfaction than the informal care 

group among quality of life subcomponents in the elderly. On the other 

hand, no significant differences have been found in mental health 

(depression), physical health (subjective health), and social relations (social 

activity), which can be interpreted as a substitute for informal care. Looking 

at the factors affecting the quality of life in the elderly, health 

characteristics such as chronic disease numbers, ADL, and cognitive health 

have been shown to be major factors affecting the quality of life in both 

groups. It has been reaffirmed that efforts to maintain and improve the 

health of older people are a major factor in performance in both formal and 

informal care.

  According to Model II analysis, the elderly who received long-term care 

insurance benefits have lower life satisfaction than those who received 

informal care.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mental health 

(depression), physical health (subjective health), social relations (social 

activities), and living environment (residential environment satisfaction). It can 

be inferred that long-term care insurance benefits for the elderly substitutes 

informal care in mental health, physical health, social relations and living 

conditions. These results show the performance of the system as a result 

contrary to the previous study's findings that the quality of life in elderly 

people receiving long-term care is lower than that of non-recipient. Looking 

at the factors that affect, "relationships" in long-term care groups was an 

variable that affected all quality of life subcomponents except mental health. 

In other words, a good relationship between care providers and care 

recipients can be a major factor in improving the performance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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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eme. Economic characteristics in informal care groups affect all 

subcomponents of quality of life except physical health. Institutional support 

for informal care shows that the focus should be on easing the economic 

burden.

  Through this work, the researcher derive the following theoretical 

implications and present policy suggestions.

  First, as a theoretical implication, I propose the need to add the quality of 

life in care recipients as a metric in verifying the relationship between 

formal and informal care.

  As a policy suggestion, firstly I proposed a policy approach to managing 

the relationship between formal care providers and care recipients.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service delivery system and prepare 

conditions for the rights of each caregiver to be protected so that reliable 

relationships between formal care providers and caregiver can be formed 

and maintained. 

  Secondly, I propose policy support for informal care givers. By providing 

policy support to informal care providers, the economic burden on care 

recipients will be alleviated and the quality of life in the elderly will be 

improved. 

  Finally, It was proposed to expand the quality of life subcomponents of 

care recipients and their families in the performance evaluation of long-term 

care and improve the evaluation method so that the opinions of care 

recipients can be further reflected.

Key terms: formal care, informal care, long-term care, quality of life, 

propensity score matching, community care, ageing in pl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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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연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노인의 ‘지역사회 계속 거주(Ageing In 

Place)’를 달성하는데 있어서, 노인의 돌봄 욕구를 적절하게 해소하고 있는지

를 공식 돌봄인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를 받는 노인과 가족, 친지 등 비

공식 돌봄을 받는 노인의 삶의 질 비교를 통해 확인하고자 하였다.

  신사회적 위험으로 인한 돌봄의 사회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장기요양제

도(long-term care)는 대표적인 공식 돌봄으로 자리 잡았다. 기존 연구에서는 

돌봄시간, 돌봄비용 등 주로 가족의 부담을 완화하는데 초점을 두고 공식 돌

봄에 대한 논의와 평가가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돌봄의 사회화 정책은 돌봄

수급자와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이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점에서, 정책의 성

과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돌봄수급자인 노인 삶의 질에 좀 더 관심을 가질 필

요가 있다. 공식 돌봄은 비공식 돌봄을 보완․대처함으로서 가족의 부담을 완화

하고 돌봄수급자의 삶의 질을 유지 및 개선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점에서 공식 

돌봄이 비공식 돌봄만큼 노인의 삶의 질을 유지 및 개선하고 있는지를 확인하

는 것이 정책의 성과를 평가하는데 합리적인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는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수행한 

‘2017년 노인실태조사’이며, 분석은 전체 공식 돌봄집단과 비공식 돌봄집단

을 비교하는 모형Ⅰ과 공식 돌봄 중 장기요양 재가급여를 받는 집단과 비공식 

돌봄 집단을 비교하는 모형Ⅱ로 구성되어 이루어졌다. 분석도구는 Stata 14.2

였으며, 주요 분석방법으로는 성향매칭분석(PSM)과 다중회귀분석이 실시되었

다. 

  모형Ⅰ 분석결과 노인 삶의 질 하위요소 중 공식 돌봄집단은 비공식 돌봄

집단보다 주거환경만족도가 낮고 삶의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 한편, 정신건

강(우울감), 신체건강(주관적 건강상태), 사회관계(사회활동) 등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는데 이러한 결과는 공식 돌봄이 비공식 돌봄을 대체하

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노인 삶의 질 영향요인을 살펴보면, 만성질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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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L, 인지적 건강 등 건강특성은 두 집단 모두에서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이었다. 노인의 건강유지와 개선 노력이 공식 돌봄과 비공식 돌봄 

모두에서 성과의 주요한 요소임이 재확인되었다. 

  모형Ⅱ 분석결과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를 받는 노인은 비공식 돌봄을 

받는 노인보다 삶의 만족도가 낮았다. 정신건강(우울증), 신체건강(주관적 건강

상태), 사회관계(사회활동), 생활환경(주거환경만족도) 등에서는 유의미한 차이

가 나타나지 않았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는 정신건강, 신체건강, 사회

관계, 생활환경 등에서 비공식 돌봄을 대체하고 있다고 유추해 볼 수 있다. 이

러한 결과는 기존 연구에서 장기요양 수급 노인의 삶의 질이 비수급 노인보다 

낮다라는 결과와 상반되는 것으로 제도의 성과를 보여준다.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을 살펴보면 장기요양 돌봄집단에서 ‘관계’는 정신건강을 제외하고 모든 

삶의 질 하위요소에서 영향을 미치는 변수였다. 즉, 돌봄제공자와 돌봄수급자 

간의 좋은 관계는 제도의 성과를 높일 수 있는 주요한 요인이다. 비공식 돌봄

집단에서 경제특성이 신체건강을 제외하고 모든 삶의 하위요소에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공식 돌봄에 대한 제도적 지원은 경제적 부담을 완화

하는 방안에 초점을 두어야 함을 보여준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서 연구자는 다음과 같은 이론적 함의를 도출하고 정책

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먼저 이론적 함의로서 공식 돌봄과 비공식 돌봄의 관계를 검증하는데 돌봄

수급자의 삶의 질을 측정기준으로 추가할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정책적 제언으로 먼저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공식 돌봄제공자와 돌봄수급자 

간의 관계 관리를 위한 정책적 접근을 제안하였다. 공식 돌봄제공자와 돌봄수

급자 간 신뢰관계가 형성되고 유지될 수 있도록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과 돌봄

수급자와 돌봄제공자 각각의 권리가 지켜질 수 있는 여건 마련이 필요하다.

  두 번째로 비공식 돌봄제공자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제안하였다. 비공식 돌

봄제공자에게 정책적 지원을 함으로서 돌봄수급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이를 통해 노인 당사자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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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성과 평가에서 수급자 및 수급자 가족

의 삶의 질 요소를 확대하고 돌봄수급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제안하였다. 

주요용어 : 공식 돌봄, 비공식 돌봄, 장기요양, 삶의 질, 성향점수매칭, 

커뮤니티케어, 지역사회 계속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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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전통적으로 가족의 영역으로, 특히 주로 여성이 제공하던 돌봄은 후기산업

사회에 들어서면서 저출산, 고령화, 가족구조의 변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 등으로 더이상 가족 안에서 해결할 수 없는 신사회적 위험(new social 

risk)이 되었으며, 이에 따라 돌봄의 책임을 사회화시키는 것이 복지국가의 주

요정책이 되었다. 이와 같은 돌봄의 사회화 과정에서 돌봄은 가족, 친척 등에

게 받는 비공식 돌봄과 정부, 민간 등을 통한 공식 돌봄으로 나누어졌다. 특

히, 베이비부머(Baby Boomers)세대의 은퇴에 따른 노인돌봄에 대한 위협은 장

기요양제도(long-term care)의 도입을 이끌었고, 이는 공식 돌봄으로서 대표적

인 탈가족화(de-familialization)정책1)이라 할 수 있다(Esping-Andersen, 1999; 

류연규, 2012). 

  2018년 기준 OECD 가입국 중 17개 국가에서 평균 GDP의 1.47% 정도를 장

기요양에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50년에는 2배에서 많게는 3배

까지 그 비율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OECD, 2020). 이와 같은 노인 

돌봄에 대한 수요 증가와 사회복지지출에 따른 정부재정의 압박으로 1990년대 

이후 여러 선진국의 장기요양제도는 개혁이 이루어졌다(Pavolini&Ranci, 2008). 

공통적으로 관찰되는 개혁의 방향은 탈시설화(de-institutionalization)와 재가족

화(re-familiarize)다. 여성의 관습적인 돌봄 역할이 축소되고, 세대 간 동거가 

감소하면서 국가와 시장의 영역에서 탈가족화(de-familiarize) 되었던 돌봄이 

1) Esping-Andersen(1999)은 돌봄의 사회화 정책을 탈가족화 정책으로 명명하고 탈
가족화(de-familialization)란 가족의 복지 부담을 덜고 가족에 대한 개인의 복지 
의존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개념화하였다. 또한 탈가족화는 가족이 떠맡고 있는 복
지와 돌봄의 책임을 시장이나 국가의 공적서비스를 통해 완화하는 것으로서 시장
을 통한 탈가족화의 경우 서비스 비용이 낮다하더라도 저소득층에게는 서비스 이
용이 제한되거나 불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를 통한 탈가족화가 바람직하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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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계속 거주(Ageing In Place,이하 AIP)’로 대표되는 지역사회 기반 

돌봄으로 선회한 것이다. 

  지역사회 기반 돌봄은 노인의 노후 만족도를 높이며, 대체로 시설입소와 비

교해 적은 비용을 필요로 한다. 이 때문에 OECD 국가들 대부분은 재가 돌봄

(home-based care)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Reidel&Kraus, 2016). 장기요양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많은 국가에서 장기요양정책의 방향이 재가보호 및 커

뮤니티케어로 이동하고 있으며, 재정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수급자의 

본인부담금 증가, 장기요양보험료율의 인상, 수급요건 강화, 예산삭감 등을 시

도하고 있다. 한편, 가족의 책임과 역할을 강조하는 재가족화 흐름은 지속적으

로 독거노인 수가 증가하고 있고 자녀 수의 감소와 자녀와의 거주 거리가 멀

어지는 등 비공식 돌봄을 제공할 가족의 역량이 줄어들고있는 추세에 역행한

다고 비판받는다(Pavolini&Ranci, 2008). 그러나 공식 돌봄 이용자의 증가, 재정

적 압박, 주요 공식 돌봄자 변화 등으로 인해 비공식 돌봄자 역할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고, 공식 돌봄과 비공식 돌봄의 관계에 대한 이해 속에서 노인에 

대한 주요 돌봄자 역할을 해온 비공식 돌봄자의 지위를 개선하고, 공식화

(Formalisation)를 통해 돌봄수당 지급 등 지원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Rostgaard&Zechner, 2012). 공식 돌봄의 안정적 공급을 전제로 비공식 돌봄과

의 조화를 이루고자 하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을 재

가족화로 볼 것인지 아니면 가족의 돌봄부담 완화를 위한 비공식 돌봄의 공식

화로 볼 것인지는 논의가 더 필요하다.

  우리나라 정부는 늘어나는 노인 돌봄 욕구에 대응하기 위해 2008년 7월 노

인장기요양보험을 도입하였다. 정부는 API를 지향하고자 제도 도입 초기부터 

“재가보호 우선”을 기본원칙으로 제시하였다(이윤경외, 2017).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

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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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장기요양보험법, 2020). 우리나라는 총인구 중 만 65세이상 노인인구가 차지

하는 비율이 2018년 14.1%로 고령사회에 진입하였으며, 2025년에 초고령사회

(20%)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통계청, 2019). 급격한 출산율 감소와 기대여

명의 증가로 우리나라는 세계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인구 노

령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능적 장애를 지닌 노인의 돌봄 욕구가 

커지고 있다(OECD, 2013).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노인 중 앉고 일어서기와 같은 기본

적인 일상생활 수행능력(Activities of Daily Living, 이하 ADL)에 장애를 가지

고 있는 노인은 2014년 6.9%에서 2017년 8.7%로 증가하였으며, 식사 준비하

기, 빨래하기와 같은 도구적 일상생활 수행능력(Instrumental Activities of 

Daily Living, 이하 IADL)에 장애를 가지고 있는 노인은 2014년 11.3%에서 

2017년 16.6%로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기존 장기요양정책을 도입한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수요증가에 따른 재정적 압박을 경험하고 있다. 2013년 3.52조원이

던 재정은 2019년 8.57조원으로 증가하였고, 이용자도 2013년 39만명에서 2019

년 73만명으로 약 2배 증가하였다. 이러한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

부는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고자 2018년 지역사회통합돌봄 로드맵을 발표하여 

지역사회 내 돌봄으로 전환을 시도하고 있으며, 수급자의 기준을 완화하고 확

대하여 돌봄수급자들이 중증이 되는 것을 지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보건

복지부, 2018). 그러나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효율

적인 운영 등 대안 마련은 아직까지 구체적이지 못하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

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공식 돌봄인 장기요양보험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점검하고, 정책효과를 명확히 파악할 필요성이 있다.

  국내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도입된 지 12년이 지나면서 제도의 효과를 다룬 

연구들이 다양하게 진행되어왔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평가는 다각

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져 왔다. 가족의 돌봄시간, 돌봄비용 등 돌봄부담 완화 

여부는 정책을 평가하는데 주요한 판단기준이 되어왔으며, 제도가 가족의 돌

봄시간, 의료비, 노동공급, 가족관계만족도 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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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진행되어왔다(권현정외, 2011; 이석민・원시연, 2012; 이홍자, 2012; 권현정, 

고지영, 2015; 이현주외, 2015; Hyuncheol&Wilfredo, 2015). 이들 연구는 가족

의 부양부담 완화라는 측면에서 가족원에게 미치는 다양한 영향을 살펴보았다

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서비스 이용자 삶의 질에 미친 영향을 충분히 설명

하지는 못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돌봄수급자와 그 가족의 삶의 질 향

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서비스를 제공 받는 당사자의 입장이 강조

되었고, 노인의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다. 많은 연구들이 노인장기요

양보험제도의 효과를 제도 목적에 근거하여 이용자의 삶의 질에 초점을 두었

다. 그러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내에서 이용자의 급여유형에 따른 삶의 만

족도, 우울감, 삶의 질 등을 확인하는 연구가 주를 이루어 객관적인 제도의 효

과를 확인하는 데는 한계를 보인다(변용만, 2008; 한수정, 2016; 이강일, 2017; 

임영아, 2017; 신소홍, 박정숙, 2018; 강대훈, 2019). 또한 돌봄 수급여부에 초

점을 두고 노인 삶의 질 개선 여부를 확인한 연구들이 있는데, 인구사회학적 

특성이 유사한 집단 간의 비교가 아니라는 점에서 충분히 객관적인 분석이 이

루어지지 못한 측면이 있다. 

  돌봄이 정부의 주요 복지정책으로 다루어지면서 공식 돌봄과 비공식 돌봄

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져 왔다. 공식 돌봄과 비공식 돌봄의 관계에 

대한 이해는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고 서비스를 설계하는데 주요한 요소가 된

다. 공식 돌봄과 비공식 돌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한 연구는 주로 돌봄여부, 

돌봄시간, 돌봄비용 등에 초점을 두고 이루어졌다. 기존 국외 연구는 공식 돌

봄과 비공식 돌봄의 관계를 크게 보충(supplementary) 또는 보완

(complementarity)과 대체(substitution) 관계로 구분하고 있다(Litwak, 1985a; 

Litwak, 1985b; Noelker&bass, 1989; Cantor, 1991; Feld et al., 2004; Denton, 

2010; Davey et al., 2005; George, 1987; Stoller, 1989; Greene, 1983; 

Johansson et al., 2003). 서구 국가에서 공식 돌봄과 비공식 돌봄의 연구가 활

발하게 이루어진 반면에 국내는 아직 초기 단계에 있다. 함선유(2015)는 돌봄

여부와 돌봄시간을 통해서 우리나라 공식 돌봄과 비공식 돌봄의 관계를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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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로 보았으며, 이어진 연구에서 보상모델의 가능성을 제시하였다(함선유

2017). 이처럼 선행연구들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공식 돌봄과 비공식 돌봄의 관

계는 일치하지 않는다(박경순, 2012). 각 국가별 제도 여건과 문화 등 다양한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으나 공식 돌봄과 비공식 돌봄의 관계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다루어지지 못했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돌봄의 사회화 정책으로서 정책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가족의 돌봄을 보완․대처하기 위해 시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 대표적인 공

식 돌봄인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재가보호우선’을 기본원칙으로 제시하며, 

AIP를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노인이 가족 및 친지 등으로부터 받아오던 돌

봄만큼 서비스가 이루어지는가를 확인함으로써 제도의 효과가 평가되어야 한

다. 즉, 노인 삶의 질이라는 정책목표에 맞게 비공식 돌봄만큼 공식 돌봄인 노

인장기요양보험이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 확인되어야 하는 것이다. 정책의 

객관적인 평가는 지역사회 내에서 돌봄을 받는 인구사회학적 특성이 유사한 

노인 중 비공식 돌봄을 받는 노인과 공식 돌봄인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받는 노

인의 삶의 질을 비교하는 것이 정책 목적에 부합하는 방식이다. 

  본 연구는 AIP를 지향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정책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재가급여를 받는 노인의 삶의 질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기존 연구의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분석 대상자를 공식 돌봄인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를 받는 노

인과 가족, 친지 등 비공식 돌봄을 받는 노인으로 구분하여 성향점수매칭

(Propensity Score Matching, PSM)을 실시하고 삶의 질을 비교하였다. 또한 비

공식 돌봄과 공식 돌봄 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를 받는 노인의 삶의 질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여, 향후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재가보호우선’ 기본

원칙을 효과적으로 달성해 나가는데 필요한 정책적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공

식 돌봄과 비공식 돌봄의 관계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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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공식 돌봄인 노인장기요양보험 중 재가급여를 받는 노인

과 비공식 돌봄을 받는 노인의 삶의 질 차이를 확인하는 것이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먼저 공식 돌봄을 받는 노인과 비공식 돌봄을 받는 노인이 심

리건강, 신체건강, 사회관계, 생활환경, 삶의 만족도 등 삶의 질 하위 구성요소

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지 확인하고, 다음으로 공식 돌봄인 노인장기요

양보험 재가급여를 받는 노인과 가족, 친지 등 비공식 돌봄을 받는 노인이 삶

의 질 차이를 확인하였다. 또한 공식 돌봄을 받는 노인과 비공식 돌봄을 받는 

노인,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를 받는 노인과 비공식 돌봄을 받는 노인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이상의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1. 공식 돌봄을 받는 노인과 비공식 돌봄을 받는 노인의 삶의 질에 차이가 있

는가?

2.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를 받는 노인과 비공식 돌봄을 받는 노인의 삶

의 질에 차이가 있는가?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수행체계는 <그림1-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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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질문

 공식 돌봄을 받는 노인과 비공식 돌봄을 받는 노인의 삶의 질에 차이가 있는가?

`

연구
목적

§ 공식 돌봄인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를 받는 노인과 비공식 돌봄을 받는 노인
의 삶의 질 차이 확인

§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를 받는 노인과 비공식 돌봄을 받는 노인의 삶의 질 
영향요인을 확인하고 비교함으로서 이론적․정책적 함의 도출

연구
내용

및

방법

연구
방법

연구내용

문헌
고찰

공식 돌봄과
비공식 돌봄

 공식 돌봄과 비공식 돌봄 정의와 공식 돌봄과 비공식 돌봄 
관계 이론 등 선행연구 검토

장기요양제도  장기요양 개념과 장기요양제도 선행연구 및 국내외 현황 검토

노인 삶의 질  노인 삶의 질 개념 및 삶의 질 하위요소 선행연구 검토

성향
점수
매칭
분석
(PSM)

 (분석자료) 2017년 노인실태조사 원데이터
 (분석도구) Stata 14.2
 (분석방법) 성향점수매칭분석(Propensity score match analysis) 

다중회귀분석(Mutiple regression analysis)
 (분석모델) ◯1  제Ⅰ모델 : 공식 돌봄집단과 비공식 돌봄집단 비교

◯2  제Ⅱ모델 : 장기요양 돌봄집단과 비공식 돌봄집단 비교

<그림1-1> 연구수행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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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이론적 배경

제1절 공식 돌봄과 비공식 돌봄

1. 공식 돌봄과 비공식 돌봄의 개념

  돌봄(care)이란 스스로 자기 자신을 돌볼 수 없는 사람을 돌보는 것으로 환

자, 노인, 어린이를 돌보는 행위와 이러한 행위와 관련된 관계를 의미한다

(Daly, 2002). 장기요양에서의 돌봄은 장애, 만성질환, 치매 등으로 인하여 개

인이 스스로를 돌보는데 어려움을 겪거나 매일의 일상적 활동 수행에 제약을 

받는 경우(ADL) 또는 스스로의 독립적인 생활을 위한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IADL)에 이를 돕는 것을 의미한다(박경순, 2012).

  ADL에는 식사하기, 옷 입기, 세수 및 목욕하기, 화장실 사용하기, 누었다 

일어나 방 밖으로 나가기 등이 포함되며, IADL에는 몸단장, 집안일, 식사준비, 

빨래, 금전관리, 근거리 외출하기 등이 포함된다. 개인돌봄서비스(personal 

care service)는 보통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일생생활 제약이 있거나 장애를 갖

고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를 돌보지 못할 때, 그들이 자신의 가정이나 지역사

회에 머물수 있도록 돕는 중도적인 돌봄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개인돌봄서

비스는 대부분의 경우 의료 전문가가 아닌 가족, 간병인 또는 요양보호사 등

에 의해 제공된다. 

  돌봄은 전통적으로 가족의 영역으로 특히, 여성을 통해서 무상으로 제공되

어져 왔다. 그러나 후기 산업사회에 들어서면서 기대수명의 증가, 부양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저출산 등에 따라 가족의 돌봄 기능이 

약화됨으로서 돌봄의 사회화가 진행되었다(Esping-Andersen, 1999). 우리나라

는 1980년대부터 ‘선가족책임 후국가보호’라는 사회복지정책의 기본전제가 

흔들리기 시작했고, 그 흔들림은 1990년대 IMF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2000년대

부터 본격화되었다(송다영, 2014). 저출산・고령화, 즉 신사회적 위험은 한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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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가 이제까지 고수해 왔던 국가의 최소책임과 과도한 가족의존성에서 벗어날 

수 밖에 없는 계기로 작용하였다(윤홍식, 송다영, 김인숙, 2011).

  IMF 이후 노인돌봄에 대한 사회적 욕구가 분출되었고 정부는 2003년에는 

공적노인요양보장추진기획을 실시하고, 2005년에는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이를 근거로 2007년 기초노령연금법이 제정되고, 2008

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었다. 이 시점부터 우리나라는 돌봄행위를 

OECD 기준에 따른 공식 돌봄(formal care), 비공식 돌봄(informal care)으로 구

분하기 시작하였다(문용일, 이호용, 김도훈, 2015). 

  복지공급 주체는 공식과 비공식을 구분하는 주요한 기준이 된다. 김진욱

(2004)은 복지혼합 모형 연구에서 <표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족영역을 비

공식적으로 구분하고, 국가, 시장, 기업, 제3섹터(자원봉사 등) 등 그 외의 모

든 영역을 공식적으로 분류하였다. 

하위영역 공/사구분 공식/비공식 영리/비영리 화폐교환 고용관련성 급여 원리

국가 공공 부문 공식적 비영리 없음 없음/있음 권리, 시민권

시장 사적 영역 공식적 영리 있음 없음 구매력

기업 사적 영역 공식적 간접적 없음 있음 고용관계

제3섹터 사적 영역 공식적 비영리 없음 없음 맴버십, 연대성

가족 사적 영역 비공식적 비영리 없음 없음 의무, 애정

자료: 김진욱(2004), “복지혼합의 모형에 관한 이론적 연구”,p14 표 인용.

<표 2-1> 복지 5각 모형의 구성요소: 특징과 원리 

  공식 돌봄과 비공식 돌봄의 구분에서도 돌봄을 제공하는 주체가 주요한 기

준이 된다(Lundsgaard, 2005). 공식 돌봄은 돌봄제공자가 공공 또는 민간 영역

에서 계약적 관계에 의하거나, 직접 돌봄 이용자에게 고용되어 유급으로 돌봄

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간호와 같이 전문적으로 훈련된 도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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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되지 않은 도움이 포함되며, 이러한 서비스를 시설 혹은 가정에서 제공받

는 것을 의미한다(OECD, 2005). 공식 재가돌봄서비스는 기본적 일상생활 수행 

제약에 대한 도움과 같은 개인돌봄서비스, 가사도움과 돌봄지원을 포함한다

(OECD, 2008). 가정에서 돌봄을 제공받는 공식 재가돌봄서비스는 시설에서보

다 낮은 수준의 돌봄을 제공받는다. 한편, 자원봉사부문은 무보수이기 때문에 

비공식으로 볼 수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주로 사회적으로 인정된 단체에 

의해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기에 공식 부문으로 분류된다(선우덕외, 2015).

  비공식 돌봄은 배우자(또는 파트너), 그 외의 가족, 친척, 친구, 이웃 등 비

공식 돌봄제공자로부터 개인돌봄서비스와 가사도움을 받는 것을 말한다. 비공

식 돌봄제공자는 일반적으로 돌봄 이용자와 이전부터 사회적 관계망이 연결되

어있는 경우가 많으며, 비공식적 돌봄은 주로 무급으로 가정에서 제공된다

(OECD, 2005).

구  분 제도 및 조직체 공급자유형

공식 
부문
(formal 
sector)

공공
부문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비영리기관

(준)
시장
부문

․ 노인장기요양보험
․ 민간간병보험(생명보험회사)

비영리/영리기관
(단,간병보험회사

는 영리)

자발적
부문

․ 자원봉사서비스(복지단체) : 자원봉사센터, 사회복지협의회 등
․ 자원봉사서비스(복지기관) : 노인복지관,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 자원봉사서비스(사회단체) : 적십자사회, 여성단체 등
․ 자원봉사서비스(지역조직체) : 새마을개선회, 부녀회 등

비영리중심

비공식 부문
(Informal sector)

․ 가족, 친족, 친척, 친구, 이웃 개인단위

자료: 선우덕외(2015), “노인돌봄서비스의 제공주체 간 역할정립과 연계체계 구축”, p42 표 참조

<표 2-2> 노인돌봄 제공주체에 따른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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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식 돌봄과 비공식 돌봄의 관계

  인구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는 대다수의 국가들은 노인 돌봄에 있어서 재정

부담을 완화하면서도 돌봄의 질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장기요양이 갖

는 재가적 성격에 의해 복지국가에서는 공식 돌봄과 마찬가지로 비공식 돌봄

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여겨졌다. 이에 따라 공식 돌봄과 비공식 

돌봄의 상호관계에 대한 논의가 계속 이어져 왔다. 공식 돌봄과 비공식 돌봄

에 관한 논의의 핵심은 공식 돌봄의 제공이 비공식 돌봄의 이용에 어떠한 영

향을 미치는가이다. 공식 돌봄이 비공식 돌봄을 보완(complementarity) 또는 

보충(supplementary)하는가, 아니면 대체(substitution)하는가는 돌봄 정책의 방

향을 정하고, 서비스를 설계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된다. 그러나 공식 

돌봄과 비공식 돌봄 간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들의 결과는 일치하지 않는다

(박경순, 2012). 각 국가별로 공식 돌봄을 제공하는 여건과 제도의 방식의 차

이가 있기 때문으로 보여지며, 기존 연구에서 공식 돌봄과 비공식 돌봄의 관

계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다루어지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다.

  선행연구를 통해 공식 돌봄과 비공식 돌봄의 관계 이론들을 살펴보면 다음

과 같다.

  먼저, 분업모델(task specificity model)은 공식 돌봄과 비공식 돌봄의 관계가 

보완적이라고 본다. 보완의 내용은 서비스의 과업이 무엇인가에 따라 달라진

다. Litwak(1985a)는 비공식 돌봄은 비정기적으로 발생하는 비전문적인 과업과 

심리적 지원 등에 적합하고, 공식 돌봄은 정해진 시간에 전문화된 돌봄을 제

공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어떤 돌봄 욕구는 전문화된 특정

한 유형의 돌봄제공자에 의해서만 해소될 수 있고, 다른 유형의 돌봄제공자로 

완전히 대체가 가능하지 않다고 보았다. 또한 Litwak(1985b)는 돌봄 과업의 구

성은 그 과업을 담당하는 돌봄제공자가 소속된 조직의 구조적 성격에 부합되

어야만 서비스 전달에 있어서 효율성과 효과성을 극대화 할 수 있다고 보았

다. Noelker&Bass (1989)는 이렇게 공식 돌봄과 비공식 돌봄의 과업이 다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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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이중적 전문화(dual specialization)라 명명하고, 이중적 전문화를 고려하여 

돌봄을 제공해야만 노인을 위한 최적의 돌봄제공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위계적 보상모델(hierarchical compensatory model)은 비공식 돌봄에서 가족

내 가까운 순서와 돌봄 능력에 따라 주부양자가 결정된다고 본다. 즉, 가장 먼

저 배우자 또는 자녀들로부터 돌봄을 제공받고, 배우자나 자녀가 없는 사람은 

친척이나 친구들로부터 돌봄을 제공받으며, 비공식 돌봄을 받는 것이 불가능

할 때에만 공식적 돌봄을 사용한다고 본다.(Cantor, 1991; Feld et al., 2004). 

  보충모델(supplementary model)은 공식 돌봄은 비공식 돌봄제공자의 스트레

스와 돌봄시간을 완화하기 위해 제공되는 보충제라고 본다. 특히, 노인의 돌봄 

욕구가 비공식 네트워크의 자원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을 때, 공식 돌봄이 요

구되어진다고 보았다.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노인의 건강 및 기능적 능력이 

하락하게 되고, 이에 따라 공식 돌봄이 비공식 돌봄을 보충하게 되는 것이다

(Denton, 2010). 

  보완모델(complementarity model)은 보상모델(compensatory model)과 보충모

델(supplementary model)의 관점을 둘 다 포함하고 있다(Davey et al, 2005). 

보완모델은 비공식 돌봄의 자원이 부족하거나 추가적인 욕구가 발생될 때에 

공식 돌봄이 이용된다고 보았다. 또한 공식 돌봄서비스와 별개로 비공식 돌봄

서비스가 제공된다기보다는 전반적인 돌봄의 과제를 서로 분담하고 서로를 보

완한다고 본다(George, 1987). Stoller(1989)는 보충모델에서 대체모델과는 달리 

비공식 돌봄의 일차성(primacy)과 공식 돌봄의 보충성을 강조하였다. 즉, 돌봄

수급자는 비공식 돌봄을 먼저 이용하고 욕구에 따라 공식 돌봄을 이용하게 되

지만 그렇다고 돌봄수급자가 이용하는 비공식 돌봄이 감소하지는 않는다고 보

았다.

  한편, 대체모델(substitution model)은 공식 돌봄이 비공식 돌봄을 대체한다

고 본다. Greene(1983)은 공식 돌봄이 비공식 돌봄의 불충분성을 보충하기 위

해 동원되며, 이 과정에서 비공식 돌봄제공자의 부담을 완화함으로서 대체 효

과가 나타난다고 보았다. 대체효과는 다양한 종류의 돌봄서비스 간의 상충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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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trade-offs)에 관점을 둔다. 즉, 비공식 돌봄에 대한 공식 돌봄의 대체가 발

생한다면 공식 지원과 비공식 지원의 수준 간에 부적인 관계가 나타날 수 있다

는 것이다(Davey et al, 2005). 대체효과가 발생한다면 그것은 복지국가 정책과 

다른 분야 정책에까지 분명한 영향력을 갖게 된다(Johansson, Sundströ and 

Hassing, 2003). 

모델 과업분야
과업분야 내 
돌봄공유

공식 돌봄과 가족/친구의 
돌봄 제공 가능성 간의 관계

공식 돌봄과 
비공식 돌봄의 관계

보완
․

보충

분업 겹치지 않음 겹치지 않음 없음 없음

보상 겹침 겹치지 않음 부적 부적

보충 겹침 겹침 정적 정적

보완 겹침 겹침 부적/정적 부적/정적

대체 겹침 겹침 없음 부적

자료: Denton(2010). “The Linkages between Informal and Formal Care of the Elderly”. p39. 표 참조

<표 2-3> 비공식-공식 돌봄의 관계 모델

  서구 국가에서는 공식 돌봄과 비공식 돌봄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연구가 

지난 수십 년에 걸쳐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공식 돌봄과 비공식 돌봄의 관계

에 관한 연구는 대상, 공식 돌봄의 범주, 측정단위 등에 따라 결과에 차이가 

나타났다.

  연구 초기에는 보상모델을 지지하는 연구가 다수를 차지하였다(Hanley et 

al., 1991; Kemper, 1992; Penning, 2002). 연구들은 주로 공식 돌봄이 비공식 

돌봄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두었으며, 공식 돌봄 이용이 비공식 돌봄을 대

처하는 것은 임시적이거나 제한적임을 확인하고, 공식 돌봄이 비공식 돌봄을 

줄이지는 못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대체효과를 부정하고 보상효과 또는 

보충효과를 지지하였다. Hanley et al.(1991)는 공식 돌봄을 받는 경우에도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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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돌봄을 받는 날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줄어들지 않으며, 미충족되었던 

돌봄 욕구가 충족되어진다는 것을 확인함으로서 보충모델을 확인하였다. 

Kemper(1992)는 공적 돌봄의 확대가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미국의 채널링 시

범사업(The channeling experiments) 자료를 활용하여 살펴본 결과, 돌봄을 제

공해줄 수 있는 가족원이 있는 경우 비공식 돌봄이 우선되며, 공식 돌봄이 줄

어드는 것을 발견함으로서 가족 돌봄이 우선된다는 위계적 보상모델을 확인하

였다. 

  2000년대 들어서면서 공식 돌봄의 확대가 비공식 돌봄을 감소시키는 대체

모델을 확인한 연구가 다수 있었다(Christianson, 1988; Van Houtven&Norton, 

2004; Li, 2005; Charles&Sevak, 2005; Stabile et al., 2006; Viitanen, 2007). 이 

연구들은 대부분은 공식 돌봄의 영역을 재가돌봄 뿐만 아니라 시설돌봄까지 

포함하였다는 특징을 지닌다. Stabile et al.(2006)은 공공 재가 돌봄의 가능성

이 커질수록 이용율이 증가하고, 비공식 돌봄이 줄어든다고 보고하였다. 

Viitancen(2007)은 유럽 11개 국가를 대상으로 한 연구를 통해 공식 돌봄에 대

한 정부 지출이 증가할수록 49~59세 여성의 비공식 돌봄 제공률과 돌봄 제공 

시간이 유의미하게 줄어들었음을 확인하였다.

  돌봄의 측정 방식은 공식 돌봄과 비공식 돌봄의 관계 연구에 다른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였다. 돌봄 여부를 측정단위로 한 연구 대부분은 대체효과가 없

다는 결과를 보여준다(Hartley et al., 1991; Denton, 2010; Motel-Klingebiel et 

al., 2005; Jimenez-Martin&Prieto, 2012). 돌봄 시간을 단위로 한 연구들은 대

체효과가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Greene, 1983; Tennstedt et al., 1993; 

Nordberg et al., 2005; Arntz&Thomsen, 2011). 

  1990년대 이후 시설보호에서 재가보호와 지역사회돌봄으로 돌봄 중심이 변

화하면서 비공식 돌봄이 반대로 공식 돌봄을 대처한다는 연구들이 이루어졌다

(Pavolini&Ranci, 2008). Van Houtven&Norton(2004)은 비공식 돌봄 이용이 공

식 돌봄의 이용을 줄이고, 나아가 요양원의 입소 등 시설돌봄의 부담을 줄인

다는 연구결과를 보여주었다. Charles&Sevak(2005)는 비공식 돌봄이 요양원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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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를 줄인다고 보고하였다. 

  공식 돌봄과 비공식 돌봄에 대한 연구는 서구 국가에서는 활발하게 이루어

진 반면, 우리나라는 아직 초기단계에 있다. 우리나라에서 비공식 돌봄과 공식 

돌봄이 어떠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좀 더 활발히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이윤경외, 2010).

  함선유(2015)는 공식 돌봄과 비공식 돌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한국고령

화패널 4차(2012) 자료를 통해 돌봄여부와 돌봄시간을 기준으로 연구를 실시

하였으며, 그 결과 보완관계를 유추하였다. 즉, 돌봄 욕구가 경미한 노인의 경

우 비공식 돌봄이 중요한 자원임이 확인되었으며, 높은 돌봄의 강도가 요구되

는 돌봄수급자의 경우 공식 돌봄을 수급할 가능성이 더 높았고, 이때 비공식 

돌봄의 강도도 역시 높아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공식 돌봄이 제공된다 

하더라도 비공식 돌봄을 제공하고 있는 이들의 부담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었

다. 즉, 공식 돌봄은 비공식 돌봄의 참여를 줄이는 요인이긴 하나, 비공식 돌

봄제공자의 돌봄 부담을 줄이는 요인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함선유(2017)는 한국고령화패널 5차(2014년) 데이터를 통해 재차 연구를 진

행하여 우리나라 공식 돌봄과 비공식 돌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 동거 중인 자녀가 있을시 공식 돌봄의 수급이 유의미하게 줄어들었음을 

확인하고 위계적 보상모델의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김민경외(2018)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설계상 Greene(1983)의 모형과 

같이 공식 돌봄과 비공식 돌봄의 관계가 대체모형의 논리와 맞지 않다고 보았

다. 비공식 돌봄과 공식 돌봄이 어떠한 관계인가는 향후 노인장기요양보험제

도가 어떠한 방향으로 발전하는가와 관련이 있음을 언급하며, 우리나라의 공

식 돌봄과 비공식 돌봄의 관계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라는 시각에서 재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공식 돌봄을 제공함으로서 비공식 돌봄을 줄이고, 비공식 돌봄제공자의 부

담을 줄이는 것이 정책이 목적임을 감안해 볼 때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비

공식 돌봄과 관계에서 대체모델을 추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기존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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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에서 보완모델, 위계적 보상모델 등으로 추정된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

험제도가 궁극적으로 나아가야 할 모델은 대체모델이다.

  본 연구는 공식 돌봄과 비공식 돌봄의 관계를 대체 모델이라는 가정하에 

접근하였다. 기존 연구들은 대부분 가족의 돌봄여부, 돌봄시간, 돌봄비용(의료

비 등) 등에 초점을 두고 공식 돌봄과 비공식 돌봄의 관계를 살펴본 경향이 

있다(Greene, 1983; Hartley et al., 1991; Tennstedt et al., 1993; 

Motel-Klingebiel et al., 2005; Nordberg et al., 2005; Denton, 2010; 

Arntz&Thomsen, 2011; Jimenez-Martin&Prieto, 2012; 함선유, 2015; 함선유 

2017). 본 연구자는 서비스의 대상자인 노인의 삶의 질 개선 여부에 초점을 두

고 공식 돌봄과 비공식 돌봄의 관계를 살펴보는 시도가 이루어진 적이 없다는 

점에 착안하여. 공식 돌봄을 받는 노인과 비공식 돌봄을 받는 노인이 노인 삶

의 질에서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확인하고, 노인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살펴봄으로서 공식과 비공식 돌봄의 관계에 대한 이해를 확장시키고자 한다. 

즉, 공식 돌봄이 비공식 돌봄을 대처하는데 질적이 부분이 평가되어야 한다고 

보며,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시도를 통

해 공식 돌봄인 노인장기요양보험 정책의 성과를 이해하고, 개선점을 도출하

며, 비공식 돌봄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방향도 유추가 가능할 것이다. 



17

제2절 장기요양제도

1. 장기요양의 개념

  장기요양(Long-Term Care)에 대한 개념은 각 나라마다 차이가 있으며, 학

자들마다 정의도 다양하다. 기존 정의들은 초점을 둔 영역에 따라 크게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먼저, 장기요양에 대해서 서비스 대상자의 기능적 독립기간 연장에 초점을 

둔 정의들이 있다. Kane&Kane(1987:11)은 “선천적, 후천적으로 상당한 정도

의 기능적 활동능력을 상실한 사람에게 지속적인 기간에 걸쳐 제공되는 개인

서비스(personal service), 건강서비스(health service), 사회서비스(social 

service)로 기능적인 독립성을 최대한 지지해주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Gibson(1994:11)는 “만성질병을 가진 노인의 기능적 독립기간 연장을 위해 가

정, 지역사회, 기관에서 제공되는 모든 서비스로 거택건강보호, 거택복지서비

스, 성인주간보호, 위탁보호 또는 숙식제공보호, 임종보호, 응급치료병원에서의 

보호, 가정방문간호원, 홈메이커, 가정배달 음식서비스, 부양자를 위한 휴식서

비스, 사례관리, 치료소로의 교통편의 제공 등이 있다. 은퇴 노인촌에서의 지

속적인 보호, 요양소에서의 보호 등이 포함된다”고 정의하였다. 홍숙자

(2001:8)는 “건강하지 못한 허약한 노인 및 그 보호자를 대상으로 질병 또는 

장애, 재해로 인하여 발생된 제한적인 일상생활 능력을 장기적으로 향상, 유지 

시키도록 도움을 주는 각종 보건의료 및 복지서비스”라 하였다. 이러한 정의

들은 장기요양의 역할로 노인의 노화에 따른 기능적 활동능력 퇴화를 완화하

고 지연하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두 번째로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서비스 제공을 강조한 정의가 있다. 노인성 

질환 및 장애 등은 지속적이며, 장기간에 걸쳐 발생된다는 점에 주안을 두고 

장기요양의 역할로 이에 대한 대응을 강조한 정의들이다. Pratt(1999:6)는 “신

체적 또는 정신적인 제한으로 인해 기능적인 의존을 보이는 대상자에게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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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동안 보건의료서비스와 대인, 사회적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혜경・이병록(2008:9)은 “노령, 허약, 질병, 장애 등으로 인해 일정

한 정도의 활동 능력을 상실한 사람에게 장기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의료적 

요양보호, 대인적 보호서비스, 사회서비스”라고 하였다. 김후진(2011:6)은 

“의존상태에 있는 노인 또는 생활상의 장애를 지닌 노인에게 6개월 이상의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수행능력을 도와주기 위하여 제공되는 보건, 의료, 요

양, 복지 등 모든 형태의 보호서비스”라고 하였다. 이계상(2019:6)은 “일상생

활을 자립적으로 수행하기 힘든 노인을 대상으로 장기간에 걸쳐서 보건·의

료·복지·요양 등의 다차원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마지막으로 공식과 비공식을 구분하고 포함시킨 정의가 있다. 돌봄의 주체

에 따라 가족, 친지 등으로부터 이루어지는 비공식 돌봄과 정부, 시장 등에 의

해 이루어지는 공식 돌봄으로 구분하는 개념을 도입하여, 포괄적인 시각에서 

장기요양을 이해하고자 한 정의들이다. WHO(2000)는 “자기 자신의 몸을 스

스로 완전하게 돌보지 못하는 자가 자립(Independence), 자율(Autonomy), 참여

(Participation), 개인적 성취(Personal Fulfillment), 인간의 위엄(Human Diginity)

을 최대한 가능하게 유지하면서 개인적 선호에 따라 가능한 최상의 삶의 질을 

유지하도록 가족, 친구, 이웃 등과 같은 비공식 수발자 또는 전문직 종사자에 

의해 수행되는 행동”이라고 정의하였다. OECD(2005)는 “고령으로 인한 치매 

등 노인성 질환 및 장애로 거동이 불가능하며 보호가 필요한 노인에 대한 제

반 공식적 비공식적 지원을 의미하며, 이는 재가 및 시설에서 행해지는 의료

보호, 요양보호, 그리고 가사원조 및 수발 등의 사회적 보호를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장기요양을 정의하고 있다. 강대훈(2019:7)은 “고령에 의한 만

성적인 신체적, 지적, 정신적인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의 수행이 어려운 6개월 

이상의 장기간요양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일정기간 지속적으로 제공되

는 공식적 비공식적인 보호서비스, 기초의료서비스, 사회적 지원 서비스”라고 

정의하였다.

  이상의 개념을 종합해 볼 때 장기요양은 “노인성 질환 및 장애로 일상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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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을 수행하기 힘든 자의 기능적 독립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장기간에 걸쳐 공

식적․비공식적으로 보건, 의료, 복지, 요양, 가사원조 및 수발 등 다차원적인 

서비스와 사회적 보호를 제공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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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개념

Ⅰ형
(대상자의 
기능적 

독립기간 
연장 
초점)

Kane&Kane
1987

선천적, 후천적으로 상당한 정도의 기능적 활동능력을 상실한 사
람에게 지속적인 기간에 걸쳐 제공되는 개인서비스(personal 
service), 건강서비스(health service), 사회서비스(social service)로 
기능적인 독립성을 최대한 지지해주는 것’

Gibson
1994

만성질병을 가진 노인의 기능적 독립 기간 연장을 위해 가정, 지
역사회, 기관에서 제공되는 모든 서비스로 거택건강보호, 거택복지
서비스, 성인주간보호, 위탁보호 또는 숙식제공보호, 임종보호, 읍
급치료병원에서의 보호, 가정방문간호원, 홈메이커, 가정배달 음식
서비스, 부양자를 위한 휴식서비스, 사례관리, 치료소로의 교통편
의 제공 등이 있다. 은퇴 노인촌에서의 지속적인 보호, 요양소에서
의 보호 등이 포함 된다

홍숙자
2001

건강하지 못한 허약한 노인 및 그 보호자를 대상으로 질병 또는 
장애, 재해로 인하여 발생된 제한적인 일상생활 능력을 장기적으
로 향상, 유지시키도록 도움을 주는 각종 보건의료 및 복지서비스

Ⅱ형
(장기간 
서비스 
제공 
강조)

Pratt
1999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제한으로 인해 기능적인 의존을 보이는 대
상자에게 지속되는 동안 보건의료서비스와 대인, 사회적 지원서비
스를 제공하는 것

이혜경
이병록
2008

노령, 허약, 질병, 장애 등으로 인해 일정한 정도의 활동 능력을 
상실한 사람에게 장기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의료적 요양보호, 
대인적 보호서비스, 사회서비스

김후진
2011

의존상태에 있는 노인 또는 생활상의 장애를 지닌 노인에게 6개월 
이상의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수행능력을 도와주기 위하여 제공
되는 보건, 의료, 요양, 복지 등 모든 형태의 보호서비스

이계상
2019

일상생활을 자립적으로 수행하기 힘든 노인을 대상으로 장기간에 
걸쳐서 보건·의료·복지·요양 등의 다차원적인 서비스를 제공하
는 것

Ⅲ형
(공식 
비공식 
구분 및 
포괄)

WHO
2000

인간의 위엄(Human Diginity)을 최대한 가능하게 유지하면서 개인적 
선호에 따라 가능한 최상의 삶의 질을 유지하도록 가족, 친구, 이
웃 등과 같은 비공식 수발자 또는 전문직 종사자에 의해 수행되는 
행동

OECD
2005

고령으로 인한 치매 등 노인성 질환 및 장애로 거동이 불가능하며 
보호가 필요한 노인에 대한 제반 공식적 비공식적 지원을 의미하
며 이는 재가 및 시설에서 행해지는 의료보호, 요양보호, 그리고 
가사원조 및 수발 등의 사회적 보호를 모두 포괄하는 개념

강대훈
2019

고령에 의한 만성적인 신체적, 지적, 정신적인 질병 등으로 일상생
활의 수행이 어려운 6개월 이상의 장기간요양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일정기간 지속적으로 제공되는 공식적 비공식적인 보호
서비스, 기초의료서비스, 사회적 지원 서비스

자료: 각 연구자 및 기관의 정의를 정리

<표 2-4> 장기요양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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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기요양제도의 도입 배경 : 돌봄의 사회화

  장기요양에 대한 욕구는 인간이 항상 겪어오던 위기로서 새로운 것은 아니

었으나, 질병, 실업, 노령 등과 같은 복지국가의 전통적인 위험과는 다르게 복

지정책의 개입이 요구되는 사회적 위기로 받아들여진 것은 최근에 이르러서

다. 돌봄(care)은 전통적으로 가족 내에서 특히, 여성을 통해 제공되어왔으며, 

역사적으로 가족 외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을 주 대상으로 극히 일부분만이 자

선이나 지역사회 내 도움 등을 통해 해소되어왔다. 1940년대 더 보편적인 접

근을 시도한 노르딕 국가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은 1980년대 

이후에 부분적으로 잔여적인 입장에서 장기요양정책을 시작하였다. 장기요양

은 주로 공공원조인 사회적 도움을 바탕으로한 가족의 의무로 받아들여졌다. 

잔여적인 입장을 취한 국가들은 주로 보건정책, 연금정책, 장애인 정책, 주거

정책 등으로 지원을 하였으며, 장기요양 책임의 정의와 정책 영역에 대한 경

계는 명확하지 않았다. 그리고 허약한 노인, 장애인, 만성질환 등 돌봄이 필요

한 특정 인구집단은 다른 복지영역에서 다루어져 왔다(Francis, 2010)

  그러나 돌봄은 저출산, 고령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가족구조의 변화 등

으로 인해 더이상 가족 내에서 해결할 수 없는 신사회적 위험(new social risk)

이 되었으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어졌다. 돌봄의 사회화로 설명되

는 이러한 변화는 돌봄을 복지국가의 주요 정책으로 이끌었다. 돌봄의 사회화 

정책에 대해 Esping-Andersen(1999)는 ‘탈가족화(de-familizlization)’정책이라 

명명하였다. 그는 노동시장 참여여부와 관계없이 사회적으로 적절한 수준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하는‘탈상품화(decommodification)와 비교

하여, 탈가족화는 가족의 복지 부담을 덜고 가족에 대한 개인의 복지 의존을 

감소시키는 정도라고 개념화하였다. 탈가족화는 반(反)가족화 또는 가족해체를 

의미하지 않으며, 가족 내 재생산 부담의 재분배보다는 가족 자체의 부양부담

을 완화하는데 초점을 둔 개념이다. 즉, 돌봄의 사회화 정책으로 공식 돌봄에 

해당되는 정부 돌봄정책은 가족의 부담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완화하는가를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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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목표로 두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장기요양제도는 노인 부양에 

대한 가족의 부담을 완화하는데 초점을 둔 정책으로 효과적인 가족의 부양부

담 완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제도가 추구하는 방향이라 볼 수 있다. 공식 

돌봄의 궁극적인 목적은 돌봄수급자와 가족의 삶의 질 유지 및 개선이다. 가

족의 부양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이면에는 돌봄 대상자에게 적절한 돌봄을 

제공함으로서 삶의 질을 유지 및 개선하고자 하는 목적이 담겨있다. 

  오늘날처럼 복지국가가 장기요양을 특정한 사회적 위기로 다루고 좀 더 포

괄적인 정책을 통해서 대응하고자 노력하게 된 것은 1990년대부터라고 할 수 

있다(Pavolini&Ranci, 2008). 장기요양 욕구에 대한 초기 대응 방법은 병원과 

요양원을 통한 지원이었다. 그러나 돌봄의 질과 효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

고, 전통적인 비공식 돌봄 제공이 노동시장, 이주민 노동자, 일과 돌봄에 대한 

이해, 개인, 가족과 공공의 책임에 대한 자각 등 사회경제적 환경의 변화로 도

전을 받게 됨에 따라 변화를 경험한다. 특히, 저출산에 따른 비공식 돌봄자의 

감소와 베이비부머(Baby boomers) 세대의 은퇴 시기가 도래됨에 따라 늘어난 

돌봄 수요는 기존 시설 중심의 장기요양정책의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켰고, 이

에 따른 대응방안은 탈시설화 형식으로 나타났다. 재가돌봄(home care)과 지

역사회돌봄(community care)으로 정책의 방향이 선회한 것이다. 

  다음 장에서는 OECD 국가별 및 국내 장기요양제도의 적용대상, 급여형태, 

재원 조달 방식 등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봄으로서 그 변화를 이해하고 주요 

현안을 확인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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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기요양제도의 국내외 현황

1) 국외 장기요양제도 현황

(1) 적용대상 기준 및 범위

  장기요양제도의 적용대상의 요건은 크게 연령, 의존적인 상태, 소득 등으로 

구분되며, 적용 범위는 각 국가별로 차이를 보인다. 장기요양제도 재원 조달 

방식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조세 기반 국가들은 제도의 대상을 저소득층 등 

일부 계층에게 공적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전 계층에게 공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OECD 국가별 장기요양제도 현황은 <표

2-5>를 통해 제시하였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령 기준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은 장기요양제도의 적용 범

위에 연령제한을 두고 있지 않았으나, 일본과 우리나라의 경우 65세 미만 연

령층에게는 조건을 두어,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조건

은 치매 및 노인성 질환을 보유 여부이다. 급여의 조건으로 자산조사 여부를 

살펴보면, 조세 기반 국가들 중 북유럽국가를 제외하고 대부분이 자산조사 기

준을 두고 있으며, 건강보험 기반의 대부분 국가들도 자산조사를 요건으로 두

고 있다. 그러나 장기요양보험 기반 국가들은 독일을 제외하고 자산조사 기준

을 적용하지 않는다. 장기요양제도를 도입한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은 스웨

덴, 덴마크 등 몇몇 북유럽국가들을 제외하고, 의존적인 상태(dependency 

status)를 수급 조건으로 두고 있다. 이를 통해 연령은 우리나라와 일본 등 일

부 국가에서만 장기요양제도의 적용기준이었으며, 보편적인 조세주의 방식이

나 사회보험 방식의 국가 대부분은 자산조사를 실시하고, 장기요양 욕구수준

을 고려하여 장기요양제도 적용여부를 판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장기요양제도 적용률을 살펴보면, OECD 국가 65세 이상의 10.9%가 적용받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설급여는 4.0%, 재가급여는 8.6%로 재가급여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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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 기반 국가들은 전체 11.5%가 제도적용을 받

고 있었으며, 시설급여 3.8%, 재가급여 8.0%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기반 국가

들은 전체 15.1%, 시설급여 4.6%, 재가급여 10.5%였으며, 장기요양보험 기반 

국가들은 전체 12.7%. 시설급여 3.8 %, 재가급여 8.9%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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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재원 국가
공식급여
수급비율

(15세 이상,%)1)

자산
조사
기준2)

의존성
기준3)

적용률(65세 이상, %)4) 

시설 재가 전체

1

조세

스웨덴 9 × × 4.3 12.4 16.7 

2 노르웨이 - × - 4.1 11.2 15.3 

3 핀란드 10 × ○ 4.5 6.2 10.7 

4 덴마크 7 × × 　- 11.0 -

5 오스트리아 10 ○ ○ 　- - -

6 체코 5 × ○ 2.6 9.5 12.1 

7 슬로바키아 3 ○ ○ 4.2 - -

8 슬로베니아 4 ○ ○ 4.8 6.7 11.5 

9 포르투갈 3 ○ × 1.3 0.6 1.9 

10 스페인 3 ○ ○ 2.2 8.8 11.0 

11 영국 5 ○ ○ - - -

12 프랑스 6 ○ ○ 4.2 5.9 10.1 

13 아일랜드 5 ○ ○ 3.3 　- -

14 호주 - - - 6.0 6.9 12.9 

15 캐나다 - - - 4.0 8.7 12.7 

16 조세기반 국가 3.8 8.0 11.5

17

건강보험
(+조세)

에스토니아 3 × × 5.0 5.6 10.6 

18 미국 - - - - -

19 벨기에 10 ○ ○ 8.8 - -

20 헝가리 5 ○ ○ 3.0 8.9 11.9 

21 폴란드 5 ○ ○ 0.8 - -

22 스위스 - - - 5.6 17.1 22.7 

23 건강보험기반 국가 4.6 10.5 15.1

24

장기요양
보험

(+조세)

독일 4 ○ ○ 4.1 13.1 17.2 

25 네덜란드 10 × × 4.2 8.0 12.2 

26 룩셈부르크 3 × ○ 5.4 7.2 12.6 

27 일본 (65세 미만자 조건있음) × ○ 2.6 9.8 12.4 

28 한국 (40~65세 미만자 조건있음) × ○ 2.7 6.2 8.9 

29 장기요양보험기반 국가 3.8 8.9 12.7

30 OECD 4.0 8.6 10.9 

1․2․3) 자료: European Commission(2014). “Identifying fiscal sustainablitity chanllenges in the areas of 
pension, health care and long-term care policies”.

4) 자료: OECD 데이터베이스 2018년 기준(또는 최근데이터)

<표 2-5> OECD 국가별 장기요양제도 유형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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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급여 형태

  장기요양제도의 급여형태는 크게 현금급여, 현물급여로 구분할 수 있으며, 

다시 현물급여는 서비스와 물품으로 구분된다. 복지용구 대여를 주로 의미하

는 물품은 그 지출 비중이나 급여 내용이 상대적으로 미비한 편이다. 

  과거부터 사회적 수당(social allowance)이 발달한 유럽국가들은 보편적으로 

장기요양급여로 현금급여를 제공하고 있다. 현금급여는 <표2-6>에서 보는 바

와 같이 가족돌봄자에게 지급하는 급여와 돌봄수급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로 구

분된다. 국가에 따라 가족돌봄자에게만 지급을 하거나 돌봄수급자에게만 지급

하는 경우도 있고, 모두 지급하는 국가들도 있다(Reidel&Kraus, 2016). 우리나

라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가족 돌봄자를 요양보호사로 이용할 수 있는 가

족요양비제도를 적용하고 있으며, 돌봄수급자에게도 현금급여를 제공하고 있

다. 

  현물급여는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로 구분되어 진다. 장기요양제도를 도입한 

많은 국가에서 시설보호보다 재가급여를 우선하고 있으며, 대상자가 자신의 

집에서 가능한 한 오래 머물도록 하여, 시설 거주자의 수를 줄이기 위한 노력

을 기울이고 있다(Amilon et al., 2020). 재가급여는 식사, 요리, 장보기, 의복, 

목욕 등 일상생활활동에 대한 지원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밖에 의료지

원, 상담, 사회활동지원, 주택개조지원 등으로 구성된다. 서비스 제공자는 전문

가 또는 개인에 의해 제공되며,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등 일부 국가에서는 

돌봄수급자가 공공기관과 고용계약을 맺는 경우 직접 수발업무를 할 사람을 

지명할 수 있다. 시설급여는 시설에서 상주하고 있는 요양인력이 제공하는 돌

봄서비스를 의미한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요양원을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사회재활센터, 통합센터, 위탁가정 등 가정환경과 유사한 형태의 시설

에서 돌봄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다(석재은,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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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가족 돌봄자 돌봄수급자

스웨덴
지자체마다 급여 수준에 차이 있음, 일부 
지역에서는 고용 조건

없음

핀란드 월 336유로, 최대 637유로 지급 케어수당: 월 100유로

덴마크
월 2,220유로(지자체에 고용 조건), 최대 6
개월간 지급

없음

오스트리아 없음
케어수당:월154-1,656유로(2011년 이후), 
2010년까지 평균 월435유로지급

체코
전일 케어 제공 조건으로 지급하였으나 
2007년 이후 폐지

케어수당: 월 31-460유로(2013년)

불가리아
개인마다 급여수준 차이있음, 실업상태의 
가족에 적용, 케어교육조건

없음

라트비아 월 140유로 장애수당: 월 105유로

리투아니아 없음 없음

루마니아 있음
장애수당: 만성질환 및 말기환자 노인 대
상

슬로바키아
월 206유로(1인 케어), 월 275유로(2인 이
상 케어)

없음

슬로베니아 월 566유로
케어수당, 케어특별급여:장애수당 수급자 
및 공적연금의 미수급자 대상

스페인 평균 월 727유로 케어수당: 월 406-507유로(2008년)

이탈리아 지자체마다 급여 수준에 차이 있음 케어수당: 평균 월 472유로(2009년) 

영국
월 344유로, 월간 150시간의 케어 제공 조
건

장애수당: 월 220유로(주간케어), 월 330유
로 (주·야간, 또는 야간케어)

프랑스 없음 케어수당: 평균 월 490유로

에스토니아 지자체마다 급여 수준에 차이 있음 장애수당: 월 13-41유로(2011년)

벨기에 지자체마다 급여 수준에 차이 있음
케어수당: 평균 월 274유로(2008년), 프레
미시 지역은 월 130유로

헝가리 평균 월 87유로 없음

폴란드 월 135유로(2009년)
케어수당: 사회부조금 수준 75세 이상자는 
노령연금의 10%

독일 없음 케어수당: 월 225-685유로(2010년)

네덜란드 없음 개인별 예산제

일본
없음(단, 가족돌봄휴가, 근무시간단축 등 
제도 지원)

없음

한국
없음
(단, 예외적인경우 가족요양비 지급)

없음(단, 예외적인경우 특례요양비, 요양
병원간병비 지급)

자료: Reidel&Kraus(2016). “Differences and similarities in monetary benefits for informal care in old and 
new EU member states” 표1․2 인용하여 재구성. 

<표 2-6> 돌봄수급자 및 가족돌봄자 대상 현금급여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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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OECD 국가 제도 유형 및 재원 규모

  OECD 국가별 장기요양제도의 재원 조달 방식은 조세 기반(tax-based), 건강

보험 기반(health insurance-based), 건강보험과 조세의 혼합 기반(health 

insurance and tax-based), 장기요양보험 기반(long term care insurance-based) 

등으로 구분된다(선우덕외, 2016). 장기요양제도를 도입한 과반수 이상의 국가

들이 조세를 기반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예를들어, 스웨덴, 덴마크, 노르

웨이, 핀란드 등 북유럽국가를 비롯하여 오스트리아, 체코, 폴란드, 슬로바키

아, 슬로베니아 등 동유럽 국가, 포르투갈, 스페인 등 남유럽 국가, 영국, 아일

랜드, 프랑스 등 서유럽 국가 그리고 호주, 캐나다 등이 조세기반의 장기요양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한편, 건강보험제도를 기반으로 운영하는 국가로는 에

스토니아가 있으며, 건강보험제도와 조세를 혼합하여 운영하는 국가는 헝가리, 

벨기에, 스위스, 폴란드 등 유럽의 일부 국가들이다. 순수한 장기요양보험을 

기반으로 운영하는 국가는 독일,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 

정도이다.

  OECD 국가의 장기요양 총지출은 2018년 기준 GDP 대비 1.47%로 나타났으

며, 증가추세에 있다. 조세기반 국가들은 GDP 대비 1.54%를 지출하고 있고, 

건강보험기반 국가들은 GDP 대비 1.13%를 지출하였다.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장기요양보험기반 국가들은 GDP 대비 1.75%를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나 상대

적으로 지출 비율이 높았다. GDP 대비 장기요양 가구지출을 보면, 조세기반 

국가는 0.19%, 건강보험 기반 국가는 0.29%, 장기요양보험 기반 국가는 0.25%

로 나타나 조세기반 국가들의 가구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OECD 국가별 GDP대비 장기요양 총지출 비율 변화 추이는 <표2-3>과 같다. 

OECD국가의 장기요양 총지출의 추이를 살펴보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을 알 수 있으며, 2050년에는 2018년 대비 2배에서 3배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

상된다(OECD, 2020). 그러나 재원 조달 방식에 따라 증가 추이는 차이를 보이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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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국가 재원조달유형1) 총인구2)

(백만명)
노인인구
비율(%)3)

GDP대비 장기요양 총지출(%)4)

가구지출(%)5)

1 스웨덴 조세 10.18 19.9 2.89 0.20 

2 노르웨이 조세 5.31 17.1 2.94 0.23 

3 핀란드 조세 5.52 21.6 1.56 0.26 

4 덴마크 조세 5.79 19.5 2.53 0.21 

5 오스트리아 조세 8.84 18.8 1.52 0.36 

6 체코 조세 10.63 19.4 1.07 0.00 

7 슬로바키아 조세 5.45 15.8 0.03 0.00⁕ 

8 슬로베니아 조세 2.07 19.7 0.79 0.00 

9 포르투갈 조세 10.28 21.7 0.46 0.03 

10 스페인 조세 46.73 19.3 0.86 0.20 

11 영국 조세 66.44 18.3 1.79 0.14 

12 프랑스 조세 66.94 19.8 1.76 0.53 

13 아일랜드 조세 4.86 13.9 1.49 0.44 

14 호주 조세 24.99 15.7 0.20⁕ 0.01⁕

15 캐나다 조세 37.06 17.2 1.93 0.01 

16 조세기반 국가 311.09 18.5 1.54 0.19 

17 에스토니아 건강보험 1.32 19.7 0.61 0.31 

18 미국 건강보험+조세 327.17 16.0 0.82 0.27 

19 벨기에 건강보험+조세 11.40 18.8 2.33 0.22 

20 헝가리 건강보험+조세 9.77 19.1 0.26 0.14 

21 폴란드 건강보험+조세 38.41 17.2 0.39 0.02 

22 스위스 건강보험+조세 8.51 18.4 2.38 0.79 

23 건강보험(+조세) 기반 국가 396.58 18.2 1.13 0.29 

24 독일 장기요양보험 82.91 21.5 2.13 0.49 

25 네덜란드 장기요양보험 17.23 19.0 2.67 0.18 

26 룩셈부르크 장기요양보험 0.61 14.4 0.99 0.10 

27 일본 장기요양+조세 126.44 28.1 1.98 0.16⁕ 

28 한국 장기요양+조세 51.64 14.3 1.00 0.31 

29 장기요양보험(+조세) 기반 국가 278.83 19.5 1.75 0.25 

30 OECD 1301.97 17.2 1.47 0.22 

1) 자료: OECD(2011). “Help Wanted? Providing and Paying for Long-Term Care”. p216-219.
2) OECD 국가 2018년 인구 현황(자료: https://data.oecd.org/pop/population.htm)
3) OECD 국가 2018년 노인인구비율(자료: https://data.oecd.org/pop/elderly-population.htm)
4) OECD 국가 2018년 GDP 대비 장기요양 총지출 비율(자료: https://stats.oecd.org/)
5) OECD 국가 2018년 GDP 대비 장기요양 가구지출 비율(자료: https://stats.oecd.org/)
※ OECD는 장기요양 재정지출 규모를 보건지출과 사회지출을 포괄하여 구성하도록 제안하고 있으나, 

한국이 보건지출만을 보고하고 있는 관계로 보건지출 값을 비교함. 
※ ⁕ : 슬로바키아, 호주, 일본 등은 2018년도 통계 부재로 2017년도 값을 제시함.

<표 2-7> OECD 국가별 장기요양제도 유형 분석

https://data.oecd.org/pop/population.htm
https://data.oecd.org/pop/elderly-population.htm#indicator-chart
https://stats.oecd.org/
https://stats.oecd.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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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국가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1 스웨덴 0.64 2.75 2.87 2.91 2.91 2.87 2.89 2.89 2.89

2 노르웨이 2.54 2.47 2.50 2.57 2.68 2.82 2.99 2.94 2.94

3 핀란드 1.89 1.96 2.05 2.03 2.00 1.76 1.71 1.62 1.56

4 덴마크 2.53 2.47 2.45 2.46 2.49 2.50 2.51 2.53 2.53

5 오스트리아 1.50 1.47 1.50 1.54 1.54 1.54 1.55 1.53 1.52

6 체코 0.26 0.28 0.28 0.87 0.94 0.93 0.95 1.00 1.07

7 슬로바키아 0.03 0.02 0.03 0.02 0.02 0.02 0.03 0.03 0.03

8 슬로베니아 0.87 0.87 0.88 0.86 0.87 0.84 0.83 0.80 0.79

9 포르투갈 0.17 0.19 0.21 0.21 0.23 0.23 0.46 0.45 0.46

10 스페인 0.88 0.86 0.87 0.86 0.85 0.85 0.84 0.85 0.86

11 영국 - - - 1.76 1.74 1.76 1.77 1.78 1.79

12 프랑스 1.62 1.63 1.68 1.72 1.75 1.75 1.76 1.76 1.76

13 아일랜드 2.36 2.42 2.27 2.18 1.59 1.60 1.52 1.49

14 호주 0.10 0.10 0.20 0.20 0.21 0.21 0.20 0.20 -

15 캐나다 1.75 1.67 1.80 1.84 1.90 1.93 1.97 1.93 1.93

16 조세기반 1.14 1.36 1.41 1.47 1.49 1.44 1.47 1.46 1.54 

17 에스토니아 0.30 0.27 0.27 0.30 0.33 0.36 0.39 0.61 0.61

18 미국 0.94 0.94 0.91 0.89 0.87 0.87 0.87 0.85 0.82

19 벨기에 2.17 2.18 2.24 2.28 2.20 2.17 2.15 2.34 2.33

20 헝가리 0.31 0.29 0.27 0.29 0.30 0.28 0.26 0.27 0.26

21 폴란드 0.40 0.40 0.43 0.38 0.36 0.36 0.38 0.40 0.39

22 스위스 2.07 2.13 2.21 2.23 2.25 2.31 2.34 2.38 2.38

23 건강보험기반 1.03 1.04 1.06 1.06 1.05 1.06 1.07 1.14 1.13 

24 독일 1.69 1.67 1.72 1.77 1.79 1.83 1.87 2.08 2.13

25 네덜란드 2.61 2.69 2.96 2.98 2.95 2.71 2.64 2.65 2.67

26 룩셈부르크 1.40 1.25 1.03 1.05 1.04 1.01 0.99 1.01 0.99

27 일본 0.84 1.83 1.92 1.97 2.01 1.99 2.01 1.98 1.98

28 한국 0.49 0.54 0.58 0.66 0.73 0.78 0.83 0.91 1.00

29 장기요양보험기반 1.41 1.60 1.64 1.69 1.70 1.66 1.67 1.73 1.75 

30 OECD 1.17 1.33 1.37 1.42 1.43 1.39 1.41 1.44 1.47

자료: OECD 국가 GDP 대비 장기요양 총지출 비율(자료: https://stats.oecd.org/)

<표 2-8> OECD 국가 연도별 GDP대비 장기요양지출 비율 변화 추이

(단위 : %)

https://stats.oecd.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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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ECD 국가 평균 GDP대비 장기요양 총지출 비율 변화 추이는 <그림2-1>에

서 보는 것과 같이 증가추세에 있다. OECD 평균은 2010년 1.17%에서 2018년 

1.47%로 0.30%가 증가하였다. 조세기반 국가들은 2010년 1.17%에서 2018년 

1.54%로 0.47% 증가했으며, 장기요양보험기반 국가들은 2010년 1.41%에서 

2018년 1.75%로 0.3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겅보험기반 국가들은 2010

년 1.03%에서 2018년 1.13%로 0.1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증가폭

이 낮고 GDP대비 총지출 비율도 낮았다. 

<그림 2-1> OECD 및 재원조달 유형별 국가 평균 GDP대비 장기요양지출 비율 변화 추이

자료: OECD 국가 GDP 대비 장기요양 총지출 비율(자료: https://stats.oecd.org/)

  <표2-9>를 통해서 급여의 성격에 따른 지출의 변화추이를 살펴보았다. 대부

분의 OECD 국가들에서 공공지출 중 재가급여의 비중은 늘어나고 있고, 시설

https://stats.oecd.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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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비중은 감소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재가돌봄(home care) 및 

지역사회돌봄(community care)의 흐름은 지출은 통해서도 확인되고 있는 것이

다(Hajek et al., 2017). 

  OECD 국가는 2011~2016년 사이 시설급여 지출은 평균 1.42% 감소하고, 재

가급여 지출은 평균 1.0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기반 국가들은 평균 

시설급여 지출은 0.57% 감소하였고, 재가급여는 0.29% 증가하였는데, OECD국

가 평균과는 다르게 시설급여지출이 증가하고 재가급여 지출이 감소한 국가들

이 다수 존재하였다. 건강보험 기반 국가들은 시설급여 지출이 2.53% 감소하

고 재가급여 지출이 2.38% 증가하였다. 장기요양보험 기반 국가들은 시설급여 

지출이 2.59% 감소하고 재가급여지출이 1.73% 증가하였다. 이를 통해 조세기

반 국가들의 시설급여 지출 감소 및 재가급여 지출 증가폭이 가장 적었으며, 

건강보험 기반 국가들은 장기요양보험 국가에 비해 시설급여 지출 감소 정도

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재가급여 지출 증가율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한편, 장기요양보험을 재원으로 하는 국가들 중 한국은 유일하게 같은 기간 

재가급여의 비중은 감소하고 시설급여 비중은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났는데 이

에 대한 검토는 국내 제도 논의과정에서 다루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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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재원 국가 시설급여 재가급여

1

조세

스웨덴 -1.99% 2.52%

2 노르웨이 -5.61% 5.61%

3 핀란드 -3.74% 3.74%

4 덴마크 -1.11% 1.11%

5 오스트리아 -0.88% 0.55%

6 체코 0.04% -3.96%

7 슬로바키아 - -

8 슬로베니아 -0.26% 0.04%

9 포르투갈 5.82% -5.82%

10 스페인 1.50% -1.08%

11 영국 - -

12 프랑스 0.26% -0.26%

13 아일랜드 -1.76% 2.02%

14 호주 - -

15 캐나다 0.95% -0.96%

16 평균 -0.57% 0.29%

17

건강보험
(+조세)

에스토니아 -2.91% 2.98%

18 미국 - -

19 벨기에 -5.11% 5.80%

20 헝가리 1.64% -3.02%

21 폴란드 -3.35% 3.20%

22 스위스 -2.92% 2.92%

23 평균 -2.53% 2.38%

24

장기요양
보험

(+조세)

독일 -5.48% 4.91%

25 네덜란드 -4.38% 5.22%

26 룩셈부르크 - -

27 일본 -3.82% 1.62%

28 한국 3.32% -4.82%

29 평균 -2.59% 1.73%

30 OECD 평균 -1.42% 1.06%

설명: 2011-2016(또는 가장 가까운 연도) 기간 동안 시설 및 가정 돌봄에 할당된 장기요양 공공지출 
절대적 변화

자료: OECD(2020). ‘Who cares attracting and retaining care workers for the elderly’.p40.

<표 2-9> 2011-2016년 장기요양 공공지출 변화 추이



34

(4) 국외 현황 함의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은 지난 10여년 동안 장기요양제도 개혁을 진행해 

왔으며, 여전히 정책적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개혁은 늘어나는 욕구에 대한 

정책의 지속가능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그 핵심은 다음과 같이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AIP 흐름에 따른 장기요양정책의 초점이 시설보호(institutional care)에

서 재가돌봄(home care) 및 지역사회돌봄(community care)으로 이동되고 있다. 

계속해서 가중되는 재정적 부담에 따라 시설급여 대상자를 중증 돌봄대상자로 

제한하고 있으며, 재가급여의 비중을 확대하여 늘어나는 돌봄 부담에 대응하

고 있다. 이에 따라 시설보호에 대한 재정이 감소하고 있으며, 수급자의 본인

부담금 증가, 장기요양보험료율의 인상, 자격 강화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의 경우 지난 20년간 장기요양시설(nursing home)로 노인들이 이동되는 

시기를 지연시키기 위해 지역사회 재가 서비스(HCBS) 이용 증가 촉진과 환자

의 선택권을 지원하는 옴스테드(US Supreme Court Olmstead Decision) 정책을 

추진하여 장기요양의 탈시설화를 도모하였다(이윤환, 유승흠, 2018). 독일의 경

우 2012년 치매환자에 대한 장기요양보험을 강화하고 치매환자가 집에서 거주

하면서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하였다. 네덜란드는 2015년 

장기요양 인정과정 강화, 돌봄대상자의 자립능력 평가, 네트워크 돌봄 수혜 가

능성 여부 조사 등 장기요양 인정요건을 강화하였다(이윤경외, 2017). 이처럼 

재가돌봄과 지역사회돌봄으로의 정책 흐름은 장기요양제도 재가급여의 중요성

을 부각시키고 있고, 재가급여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요구

하고 있다고 하겠다.

  둘째, 비공식 돌봄자의 지위를 개선하고, 장기요양의 이용접근성과 경제적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가족의 돌봄부담을 완화하

기 위한 장기요양 재정지원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고, 비공식 돌봄자의 지위를 

공식화하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독일은 가족돌봄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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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추가돌봄서비스를 마련하고 새로운 주거유형에 대한 지원을 도입하였다. 

프랑스는 2010년 이후 비공식 돌봄자에게 수발휴가, 대리수발, 훈련 및 교육 

등을 지원하는 개혁을 단행하였고, 포르투갈은 대리수발, 훈련 등 비공식 돌봄

자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였다(석재은, 2020). ‘돌봄국가’로 묘사되며 

노인을 위한 장기요양 공공 돌봄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는 스웨덴도 공식 

돌봄의 대상이 중증 노인에게로 집중됨에 따라 경증 노인에 대한 비공식 돌봄

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으며, 공식 돌봄과의 조화를 위한 노력이 시도되고 

있다(Rostgaard, 2020). 우리나라는 이러한 추세에 발맞춰 공식 돌봄인 노인장

기요양보험의 기능, 역할, 나아갈 방향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비공식 돌봄지원

방안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충분한 공식 돌봄 제공 여건이 마련된 상태에

서 비공식 돌봄자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설계하기 위해서는 공

식 돌봄과 비공식 돌봄의 관계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즉, 학계에서는 공

식 돌봄과 비공식 돌봄과의 관계를 좀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정부는 공식 돌봄과 비공식 돌봄의 관계 속

에서 정책 개선방안을 논의해 나가는 노력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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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 장기요양제도 현황

(1) 도입 및 운영 현황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돌봄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김대중 

정부는 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을 언급하였고, 노무현 정권에서 공적노인요양

보장추진기획단이 조직되어 노인장기요양제도 도입을 위한 설계가 시작되었

다. 이후 2005년 7월부터 3차례에 걸친 시범사업을 거쳐 2008년 7월 1일 노인

장기요양보험이 도입되었다(조윤민, 2020).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

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

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

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

적으로 한다.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자동으

로 가입되며, 급여는 소득과 관계없이 65세 이상 노인(또는 치매 및 노인성 질

환을 보유한 65세 미만) 중에 장기요양인정조사를 거쳐 급여 필요성이 인정된 

자에게 제공된다. 장기요양인정조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의 인정조사자가 

신청자의 거처로 직접 방문하여 심신기능에 관한 총 5개 영역(신체기능, 인지

기능, 간호 처치, 행동 변화, 재활)을 조사하여 신청인의 일상생활 가능 수준

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점수를 산정하게 된다. 이후 등급판정위원회는 신청인의 

요양 필요 여부를 심의하고 요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장기요양인정점

수에 따라 등급을 판정한다.

  <표2-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도입 초기 장기요양등급은 총 세 등급으로, 

가장 경증에 해당하는 3등급(장기요양인정점수가 55점 이상 75점 미만)부터 

일상생활 수행 정도가 가장 어렵다고 판단되는 1등급(95점 이상)으로 구성되

었다. 이후 현장의 요구 등을 반영하여 4차에 걸쳐 등급 확대가 이루어지면서 

3등급 대상자 기준이 완화되고, 치매 등급이 신설되어 현재는 총 6개 등급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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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확대되어 운영되고 있다.

구  분 보험도입 1차 확대 2차 확대 3차 확대 4차 확대

기간
기간 ‘08.7.1
~’12.6.30.

’12. 7. 1
~‘13. 6. 30.

‘13. 7. 1
~’14. 6. 30.

’14. 7. 1
~‘17. 12. 31.

‘18. 1. 1
~현재

1등급 95점

2등급 75점~94점

3등급 55점~74점  53점~74점 51점~74점 60점~74점 60점~74점

4등급 51점~59점 51점~59점

5등급 45점~50점&치매 환자

인지지원 
등급

45점미만&치매

자료: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2008, 2012, 2013, 2014, 2018)

<표 2-10>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등급 기준 변화

  급여제공은 현물급여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급여는 크게 2종류로, 급여제

공이 신청자의 거주지 및 지역사회에서 이루어지는 재가급여와 장기요양전문

시설에 입소하여 서비스를 받는 시설급여가 있다. 재가급여는 장기요양수급자

의 가정에 방문하여 일상생활 및 가사 활동을 돕거나 간호 및 요양 상담을 제

공하는 방문 요양·목욕·간호 서비스, 하루 또는 15일 이내 전문 요양 기관

의 보호를 받는 주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등으로 구성된다. 시설급여

는 높은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욕구를 가진 대상이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기관에 입소하여 일상생활 편의를 제공받는 서비스이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재가급여 또는 시설

급여 등 현물급여만을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장기요양 수급자

의 특별한 사유(신체/정신/성격, 섬·벽지 거주, 천재지변 등)로 지정되어 장기

요양 제공 시설로부터 서비스를 받을 수 없고, 수급자의 가족에 의해 서비스

가 제공되는 때에는 현금급여(가족요양비)가 허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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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용자, 지출 및 규모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도입 이후 해를 거듭할수록 서비스의 양적 발전을 

거듭해 왔다. 장기요양보험 이용자는 <그림2-2>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3년 

약 40만명에서 2019년 73만명으로 약 2배 증가했다. 

<그림 2-2> 2013-2019년 장기요양보험 이용자 추이(단위: 명)

 자료: 통계청(2021).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

  <표2-11>를 통해 2008년에서 2019년 총지출,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지출 추

이를 살펴보면, 총지출은 2008년 0.5조원에서 2019년 8.3조원으로 양적으로 급

격하게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재가급여 지출은 2008년 0.07조에서 2019년 

4.5조원으로 증가했으며, 시설급여 지출은 2008년 0.26조원에서 2019년 3.5조

원으로 증가하였다. 한편, 2016년 이전까지는 재가급여 지출과 시설급여 지출

의 차이가 미비하게 나타났고 일부 구간에서는 시설급여 비중이 높은 기간도 

확인된다. 이후 2017년도에 들어서면서 재가급여 지출이 시설급여 지출을 넘

어서고 있으나 제도의 목적이 재가급여를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었

던 점을 고려해 볼 때 이러한 현상의 원인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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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십억)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총지출 555 1,908 2,589 2,788 2,937 3,318 3,850 4,314 4,723 5,589 6,801 8,315

재가급여 65 985 1,374 1,374 1,330 1,493 1,702 1,969 2,154 2,728 3,513 4,467

시설급여 263 754 1,034 1,221 1,396 1,598 1,887 2,057 2,254 2,489 2,935 3,462

 설명: 장기요양재정은 재가급여비, 시설급여비, 가족요양비 등 보험금급여비 이외에도 의사소견서 발급

비용,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관리운영비 등이 포함되어 있음. 이에 따라 총지출은 재가급여지

출과 시설급여지출을 합한 값보다 큼.

 자료: 통계청(2021).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

<표 2-11>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총지출, 재가 및 시설급여 지출 추이(2008-2019년)

  장기요양기관 수를 살펴보면, 시설급여 제공기관 및 재가급여 제공기관은 

2008년 1,700개소, 6,618개소에서 2016년 5,187개소, 14,211개소로 증가하였다. 

연도별 장기요양인력의 경우도 요양보호사 및 사회복지사는 2008년 179,455명, 

5,234명에서 2016년 333,887명, 14,748명으로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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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통계청(2021).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

<그림 2-3>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연도별 기관 및 인력 현황

  재가급여의 활성화를 위해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도 꾸준히 이루어

져 왔다. 보건복지부는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인상하고 ‘치매가족휴가제’를 

도입하는 등 재가급여 활성화를 추진하였고, 시설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 급여제공기준 마련 및 서비스 매뉴얼 발간․배포 등 서비스 품질관리 강

화를 도모하였으며, 장기근속 장려금 지급, 인건비 지급비율 의무화, 장기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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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원 지원센터 설치 근거 마련 등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노력도 이루어졌

다. 그러나 아직까지 서비스의 질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이지 않다.

<그림 2-4> 연도별 요양보호사 인건비 수준(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기준) 
자료: 보건복지부(2017). “제2차 장기요양 기본계획(안)”. p5. 그림 인용.

(3) 제도의 평가

  정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서 제도를 도입한 

2008년 모의평가를 시작으로 2년마다 정기적으로 장기요양기관을 평가하고 인

센티브를 제공해 왔다. 그러나 장기요양시설의 서비스 질에 대한 문제는 지속

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평가 시기를 전후로 폐업과 재설치 등이 이루어지는 

등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유재언, 2017). 이러한 문제는 제도의 평가에서 장기

요양수급자에 대한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것이 하나의 요인으로 

보여진다.

  재가급여의 평가는 기관별 전체 수급자 중 2~4명의 수급자가 선정되어 이

루어지며, 재가급여 제공기관 평가지표 중 수급자가 평가하는 내용을 살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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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생활환경, 급여제공 안내, 시간준수, 욕구반영, 직원변경, 자료제공, 기능회

복훈련, 노인인권보호, 신체청결상태, 서비스 만족도(유선) 등 대부분이 현재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에 대한 평가로 이루어져 있다(국민건강보험공단, 2020). 

이러한 구성은 재가급여 제공기관에 대한 평가로 서비스의 궁극적인 목적인 

수급자 또는 가족의 삶의 질 개선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지 않으며, 평가에 

참여하는 수급자도 4명 이하여서 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을 수렴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요양시설 등의 평가지표는 기관운영, 환경․안전, 권리 

및 책임, 급여제공, 급여제공 결과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용자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급여제공 결과 영역의 가중치는 전체 100점 중 10점으로 비중

이 낮다. 급여제공 결과는 수급자의 상태와 만족도 평가로 구성되어 있다. 수

급자의 상태는 수급자의 등급 유지․변화, 수급자 관리 등에 대한 평가로 구성

되어있다(국민건강보험공단, 2020). 서비스에 대해서 이용자가 평가할 수 있는 

만족도 평가는 전체 100점 중 2점을 차지한다. 만족도 평가는 ‘유선 만족

도’와 ‘질 향상 노력’으로 구분되는데 유선 만족도는 보호자의 서비스 만

족도를 유선으로 평가하고 있고, 질 향상 노력은 기관 임직원의 최상의 서비

스 제공 노력을 평가하는 것으로 결과적으로 서비스 당사자인 수급자의 의견

을 반영하는 내용은 없다. 

  이처럼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대한 평가 구조는 장기요양수급

자의 의견이 서비스 개선과정에 반영되기 어렵게 구성되어 있으며, 서비스의 

질과 서비스의 성과를 평가하는데 중요한 요인인 수급자 삶의 질에 대한 내용

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한 방향과 

노력이 제공자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판단되며, 이러한 현실은 실질적인 

서비스 질 향상에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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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내 현황 함의

  지금까지 논의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된 이

래로 급격한 양적 확대를 이루었다. 또한 OECD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늘어나

는 노인 돌봄욕구에 대응하기 위해 몇 차례 제도적 개혁을 단행하였다. 그러

나 서비스의 질적 측면에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이윤경, 김세

진, 2012; 석재은, 2020). 

  서비스의 질적 문제의 주요 원인을 장기요양 시장화 정책의 실패로 보는 

견해가 있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적정 규모 이상의 인력과 시

설을 갖춘 기관 대신 소규모・영세 민간기관 위주로 인프라 증가가 이루어져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제한되고 있다는 것이다. 재가급여 기관을 중심

으로 과도한 시설 간 이용자 확보 경쟁으로 불법․편법 형태가 만연하고, 개인 

운영기관들의 폐업․재설치가 빈번하게 발생됨에 따라 서비스 제공 중단 등의 

사례가 발생되고 있다. 즉, 서비스에 대한 책임성이 낮고 불안정한 상황이 반

복되고 있다. 더 중요한 문제는 이러한 경쟁이 서비스의 질적 제고로 이어지

지 않는다는 점이다(전용호, 전영순, 2010; 전용호, 2012; 석재은, 2017). 

  정부는 서비스 질적 제고를 위해 2014년 서비스 매뉴얼을 마련하여 보급하

였으나, 현장에서 매뉴얼이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은 

다소 부족하여 적정 수준의 동일한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 

또한 낮은 사회적 인식 등으로 장기요양 종사자 인력수급에 대한 문제점도 서

비스 질 확보 및 개선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7).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재가보호 우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지난 

2011년과 2016년 사이 급여 비중은 시설급여가 증가하고, 재가급여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재가급여 서비스의 질과 양의 적절성 문제에

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재가급여의 불충분성과 제공의 경직성으로 시설

급여와 요양병원을 선택할 수 밖에 없는 현상이 발생되고 있는 것이다(석재은, 

2020:53). 재가급여는 정해진 월 한도액 내에서 방문요양, 방문간호, 주야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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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등 서비스를 혼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음에도 재가수급자의 

82%가 한가지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며, 서비스 제공행태가 1일 1회 3시간으

로 경직되어 재가급여만으로는 욕구가 해결되지 않아 시설급여를 선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되고 있다. 3차․4차에 걸쳐 인정기준의 확대로 이용자가 

증가하여 재가급여 지출이 증가하였으나, 아직까지 재가급여는 서비스의 내용

과 질적 측면에서 수급자의 욕구를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

다.

  장기요양에 대한 평가체계에서도 문제점은 발견된다. 서비스의 질 관리를 

위해 실시되는 장기요양서비스 제공기관 평가의 내용은 주로 서비스 제공기관 

기능에 대한 평가로, 정책을 실행하고 서비스를 관리하는 제공자 입장 중심으

로 구성되어 있다. 장기요양 수급자에 대한 삶의 질 개선 여부, 수급자의 서비

스 개선 의견 등에 대한 고려가 미비하다.

  위와 같은 문제점을 종합해 보았을 때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제도 설계와 양적 성장 과정에서 장기요양수급자의 욕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측면이 있고,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온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한 노력도 정

책 실행자 즉, 제공자 중심으로 이루어진 한계를 보여준다.

  재가급여 서비스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장기요양수급자의 입장에

서 서비스가 보완되고 개선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수급자의 삶의 

질에 초점을 두고, 그들의 욕구가 정책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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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노인 삶의 질

1. 노인 삶의 질 개념

  삶의 질(quality of life)은 노인 관련 연구에서 중요한 주제로 다루어지고 있

다.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노인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수명 연장에 따른 노인

의 삶의 질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고 있으며(김종선, 2016), 이에 따라 노인이 

가능한 한 사회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며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정책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Bowling, Stenner, 2011) 특

히, 노인의 돌봄욕구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된 장기요양제도의 정책효과성은 

돌봄서비스를 통해 수급자의 삶의 질이 향상되었는가를 확인하는 것이다

(Malley et al, 2019). 

  삶의 질(Quality of Life) 문제가 구체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시기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인 1930년대 후반으로 사회학자들 사이에서 시작하였다(이강일, 

2017). 서구 사회에서 경제발전으로 인한 풍요와 그에 따른 삶의 중심이 물질

적인 것에서 삶의 질로 옮겨가는 태도의 변화에 근거하고 있다(Patterson et 

al, 1996; Campbell, 1981).

  우리나라의 경우 삶의 질 개념은 1990년 중반에 문민정부가 시작되면서 사

용되기 시작하였다(이창주, 2011). 삶의 질은 학자에 따라 의미와 용어도 다양

하다. 복지(welfare), 안녕(Well-being), 만족도(satisfaction), 행복감(happiness), 

그리고 생활의 만족(satisfaction of living) 등의 개념들이 사용되고 있다(한수

정, 2016; Schuessler&Fisher,1985).

  삶의 질에 관한 연구는 여러 학문 분야에서 이루어져 왔고, 그 개념의 다차

원성으로 인해 용어에 대한 합의된 정의나 명확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삶의 질은 개인마다 받아들이는 의미가 다르며, 시대와 공간, 적용하는 분야, 

사회 구성원들의 가치관에 따라 달라지는 상대적인 개념이기 때문이다. 권현

정 외(2011:304)가 “삶의 질이란 개인이 얼마나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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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인가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모든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개념”이라고 지적한 

것도 삶의 질 개념의 다차원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삶의 질 개념에 대한 논의는 크게 객관적 개념과 주관적 개념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첫째, 삶의 질에 대한 객관적인 접근은 인구 사회학적 특성, 경제

적 상태, 소득수준, 교육수준 등과 같이 한 사회 또는 국가 내에서의 개인의 

삶과 관련된 객관적 조건 또는 객관적 통계치를 통해 삶의 질을 설명하고자 

한다. Yong(1973)은 객관적 지표에 의해 측정 가능한 경제적 환경으로 삶의 

질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Blomquist(1998)는 노동자의 임금, 주거비용 등에 대

한 객관적 인식으로 삶의 질의 수준을 나타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Johnson(1988)은 1인당 국민소득, 1인당 의사 수, 1인당 병상 수 등 객관적으

로 관찰 가능한 상태를 측정함으로써 삶의 질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이선영

(2004)은 소득, 직업, 교육수준 등 사회지표를 통해 삶의 질을 정의하였다.

  둘째, 삶의 질에 대한 주관적 접근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 대해 얼마만큼 

만족하고 행복감을 느끼고 있는지에 관한 주관적인 만족감 또는 안녕감 등으

로 삶의 질을 정의한다. Ferrans(1985)는 삶의 질은 본인에게 중요한 삶의 영

역에서 느끼는 만족 또는 불만족 등에 기인한 개인의 주관적 안녕의 감정이라

고 정의하였다. Andrew&Robinson(1976)은 심리적 기능의 건강 정도 및 원활한 

상태 정도 등에 따른 행복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Haas(1999)는 사람들이 현재 

살고 있는 문화와 가치가 개인의 상황을 다차원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라 하였

으며, Scholck et al.(2002)는 신체적, 정서적, 대인관계, 물질적 안녕감, 사회통

합, 개인적인 발전, 자기결정으로 보았다. 민성길(2002)은 생물학적 안녕, 정신

적 안녕, 사회적 안녕, 개인의 주관적 측면, 개인의 생활과 문화, 기대, 가치, 

목표, 등으로 삶의 질을 개념화하였다. 김경란(2014)은 개인이 자신의 삶에 대

해 얼마나 주관적으로 만족하며 안녕감을 느낄 수 있는가에 대한 평가를 의미

한다고 하였다. 이수민(2015)은 신체적 건강, 심리적 건강, 정서적 건강, 사회

적 관계, 생활환경에 관한 안녕감의 정도라고 하였다.

  노인 삶의 질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 Shin&Johnson(1978)은 노인 개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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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욕망, 욕구를 만족하게 할 기본적인 자원을 보유하고 노인이 건강한 노

후를 위해 활동에 참여하여 자신과 남을 비교해 만족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

다. Brief&George(1993)은 노인은 물질적이나 사회적 인관관계 등에서 젊은 사

람에 비해 불리하지만, 노인들은 물질, 사회, 경제영역에서 느끼는 만족감은 

젊은층에 비해 더 크다고 강조하였다. 이것은 객관적 조건이 노인의 느끼는 

행복이나 만족감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것이다(Costa Jr&McCrae, 

1981). 따라서 주관적 조건들이 노인 삶의 질에 좀 더 무게감을 가진다. 

구  분 정  의

객관적
정의

Yong(1973) 객관적 지표에 의해 측정 가능한 경제적 환경을 의미

Diener(1984) 외부의 객관적 기준과 조건으로 정의

Blomquist(1998) 노동자의 임금, 환경공해, 주거비용 등 객관적 인식

Johnson(1998)
객관적으로 관찰 가능한 1인당 국민소득, 1인당 의사 수, TV 보
급률 등 객관적 상태, 경제적 여건

이선영(2004) 소득, 교육수준, 직업 등의 사회지표 등 객관적 측면

주관적
정의

Andrew&
Robinson(1976)

심리적 기능이 건강하고 원활한 상태인 행복을 의미

Ferrans(1985)
삶의 질은 본인에게 중요한 삶의 영역에서 느끼는 만족이나 불
만족으로부터 기인하는 개인의 주관적 안녕의 감정

Haas(1999)
사람들이 현재 살고 있는 문화와 가치가 개인의 상황을 다차원
적으로 평가하는 것

Schlock외(2002)
신체적, 정서적, 대인관계, 물질적 안녕감, 사회통합, 개인적인 
발전, 자기결정으로 설정

민성길(2002)
삶의 질은 단순히 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생물-정신-사회적 
안녕, 개인의 주관적 측면 및 생활과 문화, 가치, 목표, 기대로 
삶의 질을 개념화

WHO(1993)
자신이 생활하고 있는 문화와 가치체계의 맥락에서 그들의 목
표, 기대, 기준 및 관심과 관련하여 삶에서 자신들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에 대한 개인적인 인식

김경란(2014)
개인이 자신의 삶에 대해 얼마나 스스로 주관적으로 만족하며 
안녕감을 느낄 수 있는가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를 의미

이수민(2015)
신체적 건강, 심리적 건강, 정서적 건강, 사회적 관계, 생활환경
에 관한 안녕감의 정도

<표 2-12> 삶의 질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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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같은 많은 학자들의 삶의 질에 대한 정의들을 토대로 삶의 질은 객관

적 측면과 주관적 측면이 종합적으로 구성되어있는 개념으로 정의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자는 노인 삶의 질은 “신체적 건강, 심리적 건강, 정서적 건강, 

사회적 관계, 생활환경에 관한 주관적 인식과 객관적 수준”이라고 정의하고

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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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인 삶의 질 구성요소

  삶의 질(Quality of Life)은 다차원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어 객관적으로 해석

을 위해 상호 연관된 하위요인으로 나누어 측정되어지는 경향이 있다(이강일, 

2017). 먼저 기존 연구에서 논의된 삶의 질 구성요소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 

이어서 장기요양제도에서 다루어져 온 노인 삶의 질 구성요소에 대해서 알아

보고자 한다. 

  Blunden(1988)은 삶의 질 구성요소를 신체적, 물리적, 사회적, 인지적 행복

감으로 보았다. Goode(1989)는 객관적 지표, 사회적 지표와 만족도, 개인과 환

경의 적합성과 사회생태학적 지표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Evans(1994)는 결

혼, 직업, 재정, 공동체, 종교, 사회적 관계, 환경에 대한 만족감으로 구성하기

도 하였다. WHO(1993)는 삶의 질을 신체적 건강영역, 심리적 영역, 사회적 관

계영역, 환경영역으로 구분하였다. Ferrans(2005)는 인생의 만족감, 사회・경제

적 상황, 정서, 스트레스의 인지, 친구와 가족관계, 인생목표, 주거와 이웃의 

관계, 국가 또는 자신에 대한 만족도, 심리적 우울상태, 적응능력으로 구분하

였다. Schalock(2000)은 다양한 선행연구 검토를 토대로 8개의 삶의 질 차원을 

제시하였다. 그에 의하면 삶의 질은 육체적 안녕(physical well-being), 물질적 

안녕(material well-being), 권리(rights), 사회적 융합(social inclusion), 대인관계

(interpersonal relationships), 감성적 안녕(emotional well-being)으로 구성된다.

  장기요양제도를 도입한 OECD 국가들은 제도를 평가하는데 삶의 질을 주요

한 지표로 다루어 왔으며, 삶의 질을 평가하는 방식은 각 나라별, 학자별로 다

양하다. 

  미국의 질병관리본부(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이하 

CDC)는 건강 관련 삶의 질(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이하 HRQOL) 프로

그램 운영을 통해 전국 및 주 단위 조사를 실시하고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HRQOL은 1990년대 노인보건 및 복지서비스의 성과 측정을 위해 사용되어져 

왔으며(Bowling, 1995), 장기요양 수급자의 삶의 질을 평가하는데 사용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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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Kanwar et al., 2013; Shu-Wen Su&Dong Wang, 2019). HRQOL은 인간의 

전반적인 기능 상태를 크게 다음과 같이 3가지로 나누어 삶의 질을 평가한다. 

첫째, 신체적 건강 기능들(physiological functions)로서 혈압, 혈당치, 소화력, 

심폐력 등의 기능들이 해당된다. 둘째, ADL을 수행할 수 있는 신체적 기능이

나 인지적 사고와 관련된 기능으로 오늘날 장기요양의 욕구를 측정하는데 주

로 사용되는 항목들로 구성되어있다. 셋째, 사회적 역할 수행능력으로 업무 수

행력, 가사일 수행력 등이 해당된다. 

  Kane(2001)은 장기요양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수급자의 삶의 질을 안전, 

편안함, 의미 있는 활동, 관계, 즐거움, 존엄성, 자율성, 프라이버시, 개인성, 

정신적 행복, 기능적 역량 등으로 평가할 것을 제안하였다. 

  McDonald(2014)는 장기요양 삶의 질 평가척도(Long-Term Care Quality of 

Life Assessment)에서 사회활동 참여(Participated in social activites), 자기돌봄 

활동 참여(Participated in self-care activities), 건강 개선 프로그램 및 활동 참

여(Paticipated in health enhancement programs/activities), 개인의 선택권 행사

(Exercised personal choices), 가족 또는 친구들과 협조적인 접촉여부(Had 

supportive contact with family and/or friends), ‘기분이 좋다’는 표현 여부

(Expressed that they ‘feel well’), 주변사람들과 완만한 관계(Related easily 

with others nearby), ‘안전하다고 느낀다’ 표현여부(Expressed that they 

‘feel secure’), 행복하거나 자신감있는 모습을 보여줌(Appeared or acted 

happy and/or confident) 등을 하위요소로 구성하였다.

  국내 연구를 살펴보면 강혜련(2014)은 노인의 자본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

향 연구에서 우울감, 삶의 만족도를 삶의 질의 구성요소로 구성하였다. 이수민

(2015)은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질이 장기요양 재가노인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연구에서 신체적 건강, 심리적 건강, 심리적 건강, 사회적 관계, 생활환경

을 구성요소로 하였다. 임영아(2017)는 요양시설 노인의 사회적지지, 신체적 

및 정신적 건강수준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연구에서 일반적건강 영역, 신

체적건강 영역, 심리적 영역, 사회적 관계 영역, 생활환경 영역으로 삶의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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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소를 구분하였다. 노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성별, 연

령, 교육정도, 직업, 경제상태, 종교 등 인구 사회적 요인 이외에도 만성질환, 

건강관리나 건강에 대한 인식과 같은 건강관련 요소 등도 영향을 미친다고 보

았다. 신민우 외(2017)은 장기요양수급 노인을 대상으로 삶의 질을 측정한 연

구에서 삶의 질 구성을 신체적 건강, 심리적 영역, 사회적 관계, 생활환경으로 

구성하였다. 이선애(2019)는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재가 노인과 시

설 노인을 대상으로 장기요양 비용의 규모, 비용 차이와 삶의 질의 차이를 알

아보고 삶의 질의 구성요소는 노인의 신체・심리 건강, 사회, 경제, 물리적 환

경으로 4가지를 구성하여 장기요양수급 노인의 삶의 질을 측정하는 데 사용하

였다.

구  분 구성요소

Flanagan(1978) 신체적·물리적 행복감, 타인과의 관계, 사회적 활동, 개인적 발달, 여가활동

Blunden(1988) 신체적, 물리적, 사회적, 인지적 행복감

Goode(1989)
객관적 지표, 사회적 지표와 만족도, 개인과 환경의 적합성, 
사회생태학적 지표

Evans(1994) 결혼, 직업, 재정, 공동체, 종교, 사회적 관계, 환경

Ferrans(2019) 문화, 목표, 기대, 규범

Schalock(2000)
육체적 안녕(physical well-being), 물질적 안녕(material well-being), 권리(rights), 
사회적 융합(social inclusion), 대인관계(interpersonal relationships), 감성적 안녕
(emotional well-being)

CDC
HROL(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 신체적 건강 기능, ADL 수행 신체 기능, 사회적 역할 수행 능력

Kane(2001)
안전, 편안함, 의미있는 활동, 관계, 즐거움, 존엄성, 자율성, 프라이버시, 개인
성, 정신적 행복, 기능적 역량

McDonald(2005)

사회활동 참여, 자기돌봄 활동 참여, 건강 개선 프로그램 및 활동 참여, 개인의 
선택권 행사, 가족 또는 친구들과 협조적인 접촉여부, ‘기분이 좋다’는 표현 
여부, 주변사람들과 완만한 관계, ‘안전하다고 느낀다’ 표현여부, 행복하거나 
자신감있는 모습을 보여줌

강혜련(2014) 우울감, 삶의 만족도

<표 2-13> 삶의 질 구성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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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선행연구들을 종합하여 본 연구에서는 노인 삶의 질 하위요소를 신체건

강, 심리건강, 사회관계, 생활환경, 삶의 만족도 등으로 구성하고자 한다. 

<그림 2-5> 노인 삶의 질의 구성

구  분 구성요소

이수민(2015) 신체적 건강, 심리적 건강, 심리적 건강, 사회적 관계, 생활 환경

임영아(2017)
일반적 건강 영역, 신체적 건강 영역, 심리적 영역, 사회적 관계 영역, 
생활환경 영역

신민우 외(2017) 신체적 건강, 심리적 영역, 사회적 관계, 생활환경

이선애(2019) 노인의 신체・심리 건강, 사회, 경제, 물리적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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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연구방법

제1절 연구자료 및 연구대상

1. 연구자료

  본 연구는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수행한‘2017년 노인실태

조사’원자료를 활용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노인의 삶의 질에 미치는 효과

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2017년 노인실태조사는 노인복지

법 제5조 노인실태조사 실시의 법제화(2007년 1월)로 매 3년 마다 실시하는 

조사로 우리나라 노인의 건강, 돌봄, 경제, 여가문화, 주거환경, 사회적 인식 

등에 관해 다루고 있으며, 2017년에 4번째로 조사가 실시되었다. 이 조사는 노

인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위한 경험적 기반 마련을 통해 노인의 생활 현황과 

욕구를 다각적으로 파악하고 노인 특성의 변화추이를 예측하여, 현재의 노인

정책 및 향후 다가올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정책 기초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2017년 노인실태조사는 노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개발과 향후 고령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기초자료 생산을 추구하였다. 노인이 사회에 통합되고 

다양한 참여활동을 통해서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를 영위하고 있는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생산하고자 하였다. 또한 노인 인구의 다양성에 대응한 맞춤

형 정책개발을 위해 요구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정경희외, 2017). 

조사 연도별 노인실태조사 설문지 변화 내용은 <표3-1>과 같다. 

  2017년도 노인실태조사는 생명윤리위원회(IRB)의 승인을 받은 후 2017년 6

월 12일부터 8월 12일까지 약 2개월에 걸쳐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사전교육을 

받은 조사원이 지역별로 팀을 구성하여 노인 가정에 방문하여 일대일 면접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정경혜 외,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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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2011년 2014년 2017년

1. 가구조사표
I. 가구 일반사항 A. 가구 일반사항 A. 가구 일반사항

A. 가구원 일반사항

B. 주거형태

II. 가구 경제상태 N. 가구 경제상태 N. 경제상태
C. 소득

D. 가계지출
E. 자산과 부채

2. 노인 개인조사표
A. 자녀유무와 동거유형 Ⅲ. 노인개인특성

A. 가구형태 및 
(손)자녀·배우자와의 

관계

H. 
(손)자녀·배우자와의 
관계 및 가구 형태

G. (손)자녀·배우자와의 
관계 및 가구 형태

B. 함께 사는 자녀와의 
관계 및 지원

C. 따로 사는 자녀와의 
관계 및 지원

D. 손자녀와의 관계 및 
지원

 B. 부모, 형제·자매, 
친인척, 

친구·이웃과의 관계

I. 부모, 형제·자매, 
친인척, 

친구·이웃·지인과
의 관계

H. 형제·자매, 친인척, 
친구·이웃·지인과의 

관
계

E. 부모와의 관계 및 
지원

F. 배우자와의 관계 및 
지원

G. 형제·자매 및 
친인척,친구·이웃과의 

관계 및 지원

C. 자녀·부모와의 
부양의 교환

J. 자녀·부모와의 
부양의 교환

I. 자녀·부모와의 부양의 
교환

L. 건강상태 D. 건강상태 B. 건강상태 B. 건강상태

M. 건강행태 E. 건강행태 C. 건강행태 C. 건강행태

N. 의료서비스 이용  - - -

O. 일상생활수행능력과 
간병수발

F . 일상생활수행능력과 
간병수발

D. 기능 상태와 간병 
수발

D. 기능 상태와 간병 
수발

Q. 신체기능 G. 신체기능 - -

H. 소득

I. 경제상태 G. 경제상태 -I. 생활비와 용돈
J. 자산과 부채

K. 경제활동 H. 경제활동 F. 경제 활동 F. 경제 활동

R. 여가 및 사회참여 J. 여가 및 사회활동 E. 여가활동과 사회활동 E. 여가활동과 사회활동

S. 노인복지서비스 K. 노인복지서비스 -
L. 정책적 이슈에 대한 

노인의 인식

T. 노후생활과 삶의 질 L. 노후생활과 삶의 질 L. 노후생활과 삶의 질 K. 노후생활과 삶의 질

U. 생활환경 M. 생활환경 K. 생활환경 J. 생활환경

P. 인지기능 N. 인지기능 M. 인지기능 M. 인지기능

자료: 정경희 외(2017). “2017년도 노인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p.115 인용.

<표 3-1> 노인실태조사 설문지 변화 내용 개요(2008~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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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대상

  2017년 노인실태조사의 최종 응답자 수는 10,299명으로 공식・비공식 돌봄

을 받은 노인의 현황은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동거 가족원, 비동거 가족원, 

친척, 이웃, 친구, 지인 등으로부터 비공식 돌봄만을 받은 노인의 사례는 1,584

사례였다. 개인 간병인이나 가사도우미, 노인장기요양보험서비스(재가급여), 노

인돌봄서비스 등 공식 돌봄만을 받은 노인은 141사례였다. 공식 돌봄 중 노인

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를 받는 노인은 86사례로 확인되었다. 한편, 공식 돌봄

만을 받는다고 응답한 노인의 경우 대체로 공식 돌봄을 받고 있는 노인으로 

이해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그 이유는 지역사회 내 거주하는 노인은 가

족 형태와는 무관하게 어떠한 방식으로든 비공식 돌봄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

이기 때문이다.

구  분 설  명 사례

비공식 돌봄을 받는 노인
(only informal)

비공식 돌봄만 받는 노인의 사례 1,586

공식 돌봄을 받는 노인
(only formal)

공식 돌봄만 받는 노인의 사례 141

공식 돌봄(장기요양)을 받는 노인
(only formal home care)

공식 돌봄 중 장기요양 재가급여만 받는 노인의 사례 86

<표 3-2> 공식・비공식 돌봄을 받은 노인 현황(분석대상)

  분석에 적합한 사례를 선별하기 위해 대리응답을 한 226명은 분석에서 제

외하였다. 대리응답을 한 사례 중 64명은 장기요양시설 또는 (요양)병원에 입

원해 있었으며, 이 과정에서 시설급여를 받는 노인들도 함께 제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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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모형 및 가설

1. 연구모형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정책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공식 돌

봄을 받은 노인과 비공식 돌봄을 받은 노인의 삶의 질의 차이가 있는지를 확

인하는 것이다. 나아가 공식 돌봄과 비공식 돌봄 간 노인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확인함으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지향하는 AIP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검증하기 위

한 연구모형은 <그림3-1>과 같다. 

<그림 3-1> 연구모형

GROUP 1 : 전체 공식 돌봄 이용자 집단

GROUP 2 : 공식 돌봄 중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이용자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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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가설

  기존 연구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노인의 삶의 만족도, 삶의 질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으나(전해숙, 2015; 김성

희, 2016; 전해숙, 2017),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받는 노인은 비공식 돌봄

을 받는 노인보다 삶의 질이 낮다는 것이 여러 연구를 통해서 확인되고 있다

(박순자, 2012; 이원진, 2014; 한수정, 문상호, 2014; 한수정, 2016; 신혜리, 이민

아, 2018). 이에 따라 본 연구의 가설은 ‘공식 돌봄을 받는 노인이 비공식 돌

봄을 받는 노인보다 삶의 질이 낮을 것이다’이다.

  위 연구모형을 통해서 검증하고자 하는 연구가설은 공식 돌봄을 받는 노인

과 비공식 돌봄을 받는 노인, 장기요양 재가급여를 받는 노인과 비공식 돌봄

을 받는 노인 등 두 그룹에 따라 구분되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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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문제 1] 공식 돌봄을 받는 노인과 비공식 돌봄을 받는 노인의 삶의 질

에 차이가 있는가?

   가설 Ⅰ. 공식 돌봄을 받는 노인이 바공식 돌봄을 받는 노인보다 삶의 질

이 낮을 것이다. 

연구가설 내  용

Ⅰ-1 공식 돌봄을 받는 노인이 비공식 돌봄을 받는 노인에 비해 우울감이 높을 것이다. 

Ⅰ-2 공식 돌봄을 받는 노인이 비공식 돌봄을 받는 노인에 비해 주관적 건강상태가 낮을 것이다.

Ⅰ-3 공식 돌봄을 받는 노인이 비공식 돌봄을 받는 노인에 비해 사회활동이 적을 것이다. 

Ⅰ-4 공식 돌봄을 받는 노인이 비공식 돌봄을 받는 노인보다 주거환경만족도가 낮을 것이다. 

Ⅰ-5 공식 돌봄을 받는 노인이 비공식 돌봄을 받는 노인보다 삶의 만족도가 낮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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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문제 2]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를 받는 노인과 비공식 돌봄을 받

는 노인의 삶의 질에 차이가 있는가?

   가설 Ⅱ.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를 받는 노인이 비공식 돌봄을 받는 

노인보다 삶의 질이 낮을 것이다.

연구가설 내  용

Ⅱ-1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를 받는 노인이 비공식 돌봄을 받는 노인에 비해 우울감이 높을 
것이다. 

Ⅱ-2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를 받는 노인이 비공식 돌봄을 받는 노인에 비해 주관적 건강상
태가 낮을 것이다. 

Ⅱ-3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를 받는 노인이 비공식 돌봄을 받는 노인에 비해 사회활동이 적
을 것이다. 

Ⅱ-4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를 받는 노인이 비공식 돌봄을 받는 노인보다 주거환경만족도가 
낮을 것이다. 

Ⅱ-5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를 받는 노인이 비공식 돌봄을 받는 노인보다 삶의 만족도가 낮
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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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변수의 정의 및 측정

1. 종속변수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노인 삶의 질이다. 노인 삶의 질은 심리건강, 신체건

강, 사회관계, 생활환경, 삶의 만족도 등 하위요소로 구성되며, 각 하위요소별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리건강은 우울감으로 측정하고자 하였다. 우울은 노인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김귀분, 석소현, 2008). 우울감의 측정은 단축형 

노인우울척도(short form of Geriatric Depression Scale, SGDS)가 사용되었다. 

단축형 노인우울척도는 지난 일주일간 자신의 상태에 대해 ‘예’, ‘아니

오’로 답변하는 15개 문항으로 구성되며, 0~15점의 범위를 가진다. 점수가 높

을수록 우울감이 높은 것을 의미하며, 8~15점은 우울 의심군 또는 고위험 우

울군으로 판단한다. 단축형 노인우울척도의 내적 신뢰도(Cronbach’s α)는 

0.889로 높게 나타났다. 

  신체건강은 주관적 건강상태를 통해서 측정하고자 하였다. 신체건강과 기능

은 노인 삶의 질에 주요한 영향요인이다(Bowling&Windsor, 2001). 특히, 주관

적 건강상태는 노인 삶의 질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영향요인이었다(이동호, 

2010). 주관적 건강상태는 5점 척도(매우 건강하다=1 ~ 건강이 매우 나쁘다=5)

로 구성되어 있으며, 재코딩을 통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건강상태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사회관계는 사회활동을 통해서 측정하고자 하였다. 사회기여는 노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영향요인이며(진기남, 이규식, 2000), 여러 연구에서 사회활동은 

삶의 만족에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Bowling et al., 2003). 사회활동 변수는 

노인실태조사 문항에 포함된 문화여가활동, 평생교육, 동호회, 친목단체, 정치

사회단체, 자원봉사활동, 종교활동 등 총 7가지 사회활동 중 지난 1년간 참여

했던 활동 빈도의 총합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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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환경은 주거환경만족도로 구성된다.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신체적, 기

능적 능력이 줄어들어 노인은 환경의 요구에 대응하기 어려우며(George, 

1980), 삶의 질은 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된다(Kahn&Juster, 2002;Ranzijn, 

2002). 노인의 환경은 객관적인 환경 뿐 아니라 거주하고 있는 곳에 대한 주관

적 만족도가 중요한 영향요인이다(김미령, 2012). 주거환경만족도 문항은 5점 

척도(매우 만족하는 편이다=1 ~ 전혀 만족하지 않는 편이다=5)로 구성되며, 재

코딩을 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주거환경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하도록 하였다.

  삶의 만족도는 건강상태, 경제상태, 자녀와의 관계, 사회․여가․문화활동, 친

구 및 지역사회 관계 등 5가지 삶의 영역에 대한 만족 수준을 평균화한 값을 

사용하였다. 각 영역별 문항은 5점척도(전혀 만족하지 않음=1 ~ 매우 만족함

=5)로 구성되어 있으며, 값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내

적 신뢰도(Cronbach’s α)는 0.712로 높게 나타났다. 

2. 독립변수(개입변수)

  본 연구의 독립변수는 공식 돌봄과 비공식 돌봄 제공 여부이다. 모형에 따

라 두 그룹으로 구분되어 진다.

  제Ⅰ모형에 투입되는 독립변수는 공식 돌봄을 받는 노인과 비공식 돌봄을 

받는 노인으로 구분된다.

  제Ⅱ모형에 투입되는 독립변수는 공식 돌봄 중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를 받는 노인과 비공식 돌봄을 받는 노인으로 구분된다.

  공식 돌봄과 비공식 돌봄의 기준은 이론적 검토 결과를 따른다. 비공식 돌

봄을 받는 노인은 동거 가족원, 비동거 가족원, 친척, 이웃․친구․지인으로부터

만 돌봄을 제공받는다고 응답한 노인이다. 개인 간병인이나 가사도우미, 장기

요양보험서비스, 노인돌봄서비스 등만 받는 노인들은 공식 돌봄을 받는 노인

으로 구분하였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를 받는 노인은 장기요양보험서

비스만 받고 있다고 응답한 노인이며, 시설급여를 받는 노인은 대리응답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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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러내는 과정에서 모두 제외되었다.

3. 통제변수(매칭변수)

  통제변수는 성별, 연령, 교육수준, 배우자 유무, 동거 자녀수, 거주지역, 관

계(비혈연지지체계) 등 인적특성, 개인소득, 의료비 등 경제특성, 만성질환수, 

ADL, 인지적 건강 등 건강특성으로 구성된다. 이 중 ADL, 인지적 건강은 기

존연구에서 노인 삶의 질의 하위 구성요소로 다루어져 왔으나, 장기요양인정

조사 항목에 해당되어 효과적인 성향점수매칭을 위해 통제변수로 반영하였다. 

1) 인적 특성

(1) 성별

  여성은 0, 남성은 1로 구성되며, 성향점수매칭 등 분석시 더미변수(dummy 

variable)로 사용하였다.

(2) 연령

  연령은 만 나이를 연속변수로 사용하였다.  

(3) 교육수준

  교육수준은 미취학, 무학(글자 모름), 무학(글자 해독), 초등학교, 중학교, 고

등학교, 대학(4년 미만), 대학교 이상 등의 항목을 ‘무학 = 0’, ‘초등학교 

졸업 = 1’, ‘중학교 졸업 = 2’, ‘고등학교 졸업 = 3’, ‘대학교 졸업 = 

4’, ‘대학원이상 = 5’로 재코딩하였으며, 더미변수로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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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배우자 유무

  미혼, 유배우(기혼), 사별(기혼), 이혼(기혼), 별겨(기혼), 기타, 비해당으로 구

성된 문항을 유배우를 ‘배우자 있음 = 1’, 나머지를 ‘배우자 없음 = 0’으

로 재코딩하여 더미변수로 사용하였다. 

(5) 동거 자녀수

  동거자녀수는 실제 동거하고 있는 자녀의 수를 연속변수로 사용하였다. 

(6) 거주지역

  거주지역은 읍면동 구분 코드를 통해 읍면은 ‘농어촌 = 0’, 동은 ‘도시 

= 1’로 구분한 값이다. 분석시 더미변수로 사용하였다. 

(7) 관계(비혈연지지체계)

  돌봄제공자와 돌봄수급자가 상호신뢰와 상호존중을 바탕으로 원활한 소통 

및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것은 좋은 돌봄의 전제조건이라 할 수 있다(석재은, 

2014). 관계는 돌봄의 질을 평가하는데 주요한 요소로서 좋은 돌봄 관계는 돌

봄수급자인 노인 삶의 질을 높이는 주요한 영향요인이라 볼 수 있다. 노인실

태조사자료에 명확하게 돌봄제공자와 돌봄수급자의 관계의 질을 확인할 수 있

는 변수는 없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 이

웃, 지인 등의 수를 의미하는 비혈연지지체계를 통해서 관계가 삶의 질에 미

치는 영향을 추정해보고자 하였다.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을 정도로 신뢰관계

가 형성되어 있는 인간관계의 수가 돌봄을 받는 노인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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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확인함으로서 돌봄에서 관계의 중요성을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2) 경제특성

(1) 개인소득

  개인소득은 한해 총 수입액에서 공적연금, 기초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기타공적급여, 기타 소득 등을 제외한 값을 의미하며, 개인 간의 소득 격차가 

크게 나타나 정규성을 높이고 정확한 값을 구하기 위해 log2)를 취하였다. 분

석에서는 연속변수로 사용하였다. 

(2) 의료비

  의료비는 월평균 지출액 중 보건의료비(건강보혐료 제외), 간병수발비(장기

요양 본인부담금, 개인간병․가사, 기저귀 등의 용품 등)을 더한 값이며, 연속변

수로 사용하였다.

3) 건강특성

(1) 만성질환수

  만성질환수는 응답자가 응답한 만성질환의 총수를 합한 값이다. 순환기, 내

분비계, 호흡기계, 감각기, 암, 소화기, 요생식기, 기타 등 총 32개 만성질환 

유무를 조사한 문항에서 확인한 값이며, 연속변수로 사용하였다. 

(2) 일상생활수행능력(Activities of Daily Living, ADL)

2) 값을 log를 취하면 왜도(skewness)와 첨도(Kurtosis)를 줄일 수 있어 정규성이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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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상생활수행능력(ADL)은 ‘옷입기(옷 꺼내기, 단추․지퍼, 벨트)’, ‘세수, 

양치질, 머리감기’, ‘목욕 또는 샤워하기(욕조 드나들기, 때밀기, 샤워)’, 

‘차려 놓은 음식 먹기’, ‘누웠다 일어나 방 밖으로 나가기’, ‘화장실 출

입과 대소변 후 닦고 옷 입기’, ‘대소변 조절하기’ 등 총 7개 문항에 대해 

완전자립=1, 부분 도움=2, 완전 도움=3 등 응답한 값을 합한 값으로 점수가 높

을수록 ADL이 떨어짐을 의미한다. 

  ADL은 객관적인 신체건강을 측정할 수 있는 변수로 삶의 질을 측정하는데 

주요 요인으로 사용되어져 왔다. 그러나 ADL은 장기요양인정조사에 활용되고 

있어, 삶의 질의 구성변수로 활용시 동일한 조건을 가진 노인의 매칭을 어렵

게 만들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매칭변수로 사용하였다. 

(3) 인지적 건강

  인지적 건강은 보건소 치매조기검진, 치매유병률 조사 등 인지기능 측정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한국어판 치매선별용 간이정신상태검사(Korean version of 

Mini-Mental State Examination for Dementia Screeing, MMSE-DS)를 활용하였

다. MMSE-DS는 총 30문항으로, 0~30점 범위를 가지며, 성별, 나이, 학력에 따

라 인지저하 기준점을 달리한다. 본 연구에서는 MMSE-DS의 총점을 역으로 

코딩하여 연속변수로 분석에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낮을수록 인지저하 또는 

치매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인지적 건강은 삶의 질에 해당되는 신체 건강을 평가할 수 있는 하위구성

요소로 다루어져왔다. 그러나 인지적 건강 또한 장기요양인정조사 항목에 포

함된다. 따라서 ADL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조건을 가진 사례 매칭을 위해 매

칭변수로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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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설  명
변수
특성

비고

독립변수
(개입변수)

공식・비공식 돌봄 여부

0. 비공식 돌봄
1. 공식 돌봄

더미

0. 비공식 돌봄
1. 장기요양 돌봄

더미

종속변수
(효과변수)

삶의 질

심리건강 우울감 점 연속

신체건강
주관적 

건강상태
점 연속

사회관계 사회활동 회 연속

생활환경 주거환경만족도 점 연속

삶의 만족도 점 연속

통제변수
(매칭변수)

인적
특성

성별 0.여성 1.남성 더미

연령 세 연속

교육수준
0.무학 1.초졸 2.중졸

3.고졸 4.대졸 
5.대학원이상

더미

배우자 유무
0.배우자없음
1.배우자있음

더미

동거 자녀수 명 연속

거주지역 0.농어촌 1.도시 더미

관계(비혈연지지체계) 명 연속

경제
특성

개인소득 log(개인소득) 연속

의료비 만원 연속
보건 및 

간병수발비

건강
특성

만성질환수 개 연속

ADL 점 연속
장기요양보험

기준
인지적 건강(MMSE-DS) 점 연속

<표 3-3> 변수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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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분석방법

1. 성향점수매칭(Propensity Score Matching)

  성향점수매칭(Propensity Score Matching)은 Rosenbaum&Rubin(1983)에 의해 

개발된 방법으로 선택적 편이(selection bias)를 최소화하고 인과관계를 보다 

정확히 밝혀내기 위해 사용된다. 특히, 실험설계에 의한 연구를 진행하고 싶지

만, 여러 가지 현실적인 제약으로 인해 무작위 할당(random assignment)이 불

가능할 경우, 사후에 통계적인 조작을 통해 마치 실험설계의 무작위 할당을 

실시한 것과 같은 자료를 구축해주는 방법이다. 현실적인 제약이 많은 사회과

학연구 및 이차자료 분석에 활용도가 높으며, 경제, 의료, 정책 등 다양한 분

야에서 활용 되어지고 있다(Denhejia, Wanba, 2002).

  준 실험적 방법에 해당되는 성향점수매칭은 정책수혜자와 가장 유사한 인

구사회학적 특성을 가진 집단을 비교집단으로 구성하여 결과를 비교하고, 그 

차이를 확인함으로써 정책성과를 측정하는 방법이다. 성향점수매칭은 선택적 

편의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연구 결과가 좋은지 나쁜지를 판

단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비모수적 방법을 이용할 경우 실제보다 값이 크게 

나오는 경향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성향점수매칭을 통해서 비공식 돌봄과 공식 돌봄을 받는 여

부를 제외하고 집단의 특징을 유사하게 만들기 위해 사용하였다. 이를 통해서 

선택적 편의를 최소화한 상태에서 집단 간 노인 삶의 질의 차이를 비교하고자 

하였다. 

  성향점수매칭은 크게 세 단계로 이루어진다(주은수, 2015; 이동규, 2016). 

  첫 번째 단계는 연구대상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나누는 기준이 되는 개

입에 노출될 성향점수가 얼마나 되는지를 계산한다. 개입여부를 종속변수로 

하는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binomial logistic regresstion)을 실시한 후, 결정

된 모델(함수)에 연구 대상자 개개인의 특성값을 대입함으로써, 특정 개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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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될 추정값을 계산한다. 이렇게 계산된 값을 성향점수라고 부른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성향점수를 활용하여 개입에 노출된 대상자와 그렇지 

않은 대상자를 매칭하는 작업을 한다. 특정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성향점수를 기준으로 짝지어 줌으로써, 프로그램 참여 여부를 제

외한 거의 모든 특성이 동일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구성한다. 이렇게 매칭 

작업이 끝나고 나면, 매칭에 성공한 표본들로 구성된 새로운 연구 집단을 구

성할 수 있게 되는데, 이것이 성향점수매칭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성향점수매칭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얻고자 하는 것은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의 매칭변수 각각의 평균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을 정도로 유사하고, 분

석에 필요한 적절한 매칭 사례 수를 확보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가장 이상

적인 방법은 실험집단 사례 수 만큼 매칭된 통제집단 사례를 확보하는 것이

다. 그러나 실제로 실업집단 사례수 만큼 통제집단 사례수를 매칭하여 확보하

는 경우는 드물다. 그렇기에 연구자는 연구에서 최대한 많은 수의 매칭 사례

를 구하기 위해 분석자료에 적합한 매칭 방법을 선택하게 된다. 

  실헙집단과 통제집단 간의 매칭은 성향점수 사이의 거리에 가중치를 부여

하는 방법에 의해 이루어진다. 매칭 방법으로는 N 매칭(N Matching), 최근접 

이웃 매칭(Nearest neighbour matching), 층화 매칭(Stratified matching), 반지름 

매칭(Radius matching), 커널매칭(Kernel Matching) 등이 있으며, 어느 하나가 

나머지보다 우월한 것은 아니고, 각각 다른 장단점을 가지고 있음으로 연구자

가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면 된다(Becker&Ichino, 2002).

  N 매칭은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동등한 수준으로 분석하는 방법으로, 무

작위로 나열된 대상 중 실험집단의 첫 번째 개체부터 n개의 통제집단과 매칭

을 하는 방법이다. 매칭방법은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이 각각 한 개씩 짝을 이

루게 하면 1:1, 실험집단 하나와 통제집단 여러 개와 매칭을 하면 1:n, 그 반

대의 경우에는 n:1 매칭이 되며, 상황에 따라 선택하여 사용한다. 1:1 매칭은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성향점수가 비슷하지 않으면, 많은 수의 실헙집단 표

본이 탈락되기 때문에 보통 1:n 매칭 기법을 사용한다.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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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본수가 같은 경우에는 1:2 매칭이 1:1매칭보다 좋은 검정력을 가지나 1:5 이

상으로 매칭하면 검정력의 증가는 미미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실험집단

의 표본수가 작은 경우에는 한번 매칭이 사용된 통제집단의 연구대상을 반복

해서 사용하는 대체 매칭(matching with replacement) 방법을 사용하기도 한다

(이동규, 2016). 그러나 실험집단 수가 적절하고 표본이 명확히 구분되며, 성향

점수의 표준오차의 범위를 부여하는 방식인 캘리퍼(caliper)를 설정해 줌으로서 

매칭의 질을 높인다면 1:1 매칭이 더 적합하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Smith&Todd, 2005). 캘리퍼의 크기는 작을수록 매칭의 질이 향상되지만, 표본

의 수가 줄어드는 단점이 있어, 일반적으로 성향점수 표준편차의 1/4수준(.25)

으로 설정한다(Rosenbaum&Rubin, 1983). 본 연구는 통계적 거리(statistical 

distance)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본적인 매칭기법인 N 매칭 중 1:1 매칭(one to 

one matching)을 실시하였으며, 캘리퍼(caliper)를 .25로 설정하여. 분석에 필요

한 적정 수의 통제집단 군을 확보할 수 있었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두 번째 단계에서 새롭게 구성된 자료를 활용하여, 각 

연구에 적합한 분석을 실시한다. 본 연구는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2. 분석도구

  본 연구의 모든 분석은 stata 14.2을 사용하였고, 성향점수매칭은 Leuven과 

Sianesi(2003)이 개발한 psmatch2 모듈을 사용하였다.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성향점수매칭 과정에서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Binomial Logistic Regression)

과 t-test를 실시하였으며, 두 집단 간 노인 삶의 질 차이와 영향요인을 확인

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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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연구결과

  본 연구에서는 2개의 모형을 분석하였다. 각 모형별로 실험집단과 비교집단

을 비교하여 유사실험을 수행하기 위해 성향점수매칭(Propensity Score 

Matching)을 실시하였고, 두 집단 간 노인 삶의 질 차이와 영향요인을 살펴보

기 위해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제Ⅰ모형은 

공식 돌봄을 받는 노인(공식 돌봄집단)과 비공식 돌봄을 받는 노인(비공식 돌

봄집단) 그룹을 분석한 것이며, 제Ⅱ모형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를 받는 

노인(장기요양 돌봄집단)과 비공식 돌봄을 받는 노인(비공식 돌봄집단) 그룹을 

분석한 것이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제1절 제Ⅰ모형 : 공식 돌봄과 비공식 돌봄

1. 1단계 :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Binomial Logistic Regression)

  공식 돌봄을 받는 노인(이하 공식 돌봄집단)과 비공식 돌봄을 받는 노인(이

하 비공식 돌봄집단)을 매칭하기 위해 먼저 성향점수를 구하였다. 종속변수는 

공식 돌봄과 비공식 돌봄 집단구분이며, 독립변수, 즉 매칭변수는 성별, 연령, 

교육수준, 배우자 유무, 동거자녀수, 거주지역, 관계 등 인적특성, 개인소득, 

의료비 등 경제특성, 만성질환수, ADL, 인지적 건강(MMSE-DS) 등 건강 특성

으로 구성하였다.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성향점수를 추정하였다. <표4-1>은 공식 돌

봄집단과 비공식 돌봄집단 구분을 기준으로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인적특성 변수 중에는 교육수준에서 무학보다 중학교 졸업, 대

학졸업이 유의미하게 나타났고, 배우자유무, 동거자녀수, 거주지역 등이 유의

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제특성에서는 유의미한 변수가 없었으며, 건강특성

에서는 공식 돌봄을 받는 노인이 비공식 돌봄을 받는 노인보다 만성질환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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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고, ADL 점수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공식 돌봄을 받는 노인은 비공

식 돌봄을 받는 노인에 비해 배우자가 없는 경우가 많고, 동가자녀수가 적으

며, 도시에 거주하고, 만성질환수가 많고 ADL점수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구  분 Coef. Std. Err. z P>z

인적
특성

성별(남성=0) -0.024 0.364 -0.060 0.948 

만나이 0.030 0.019 1.630 0.102 

교육수준
(무학=0)

초등 0.236 0.348 0.680 0.497 

중등 0.806 0.376 2.140 0.032 

고등 0.352 0.585 0.600 0.547 

대학 1.482 0.515 2.880 0.004 

대학원이상 0.980 0.837 1.170 0.242 

배우자유무(무배우자=0) -3.232 0.416 -7.770 0.000 

동거자녀수 -3.290 0.533 -6.180 0.000 

거주지역(도시=0) -0.545 0.263 -2.070 0.038 

관계 -0.049 0.084 -0.580 0.560 

경제
특성

개인소득 0.000 0.000 0.270 0.785 

의료비 0.004 0.003 1.260 0.208 

건강
특성

만성질환수 0.147 0.057 2.560 0.010 

ADL 3.111 0.546 5.700 0.000 

인지적 건강 0.016 0.029 0.530 0.593 

상수 -8.361 1.932 -4.330 0.000 

<표 4-1> 공식 돌봄과 비공식 돌봄 기준 로지스틱 회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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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단계 : 성향점수를 통한 공식 돌봄집단과 비공식 돌봄집단 매칭

  1단계에서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서 모델이 결정되었고, 모델 공식

에 따라 성향점수를 계산하였다. <그림4-1>에서 (가)는 공식 돌봄집단과 비공

식 돌봄집단의 성향점수 분포를 비교한 것으로, 위쪽 집단이 공식 돌봄집단, 

아래쪽 집단이 비공식 돌봄집단의 성향점수 분포이다. (가)는 두 집단의 성향

점수 분포에 공통된 구간이 얼마나 존재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두 

집단의 분포가 0 ~ .4 사이에 겹치는 구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칭은 공

식 돌봄집단(실험집단)을 기준으로 비공식 돌봄집단(통제집단)을 매칭하게 된

다. (나)는 공식 돌봄집단을 기준으로 겹치는 구간에서 성향점수를 매칭한 전

후를 보여주는 것으로, 매칭결과 .1 ~ .4 사이에서 매칭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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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제Ⅰ모형 집단별 성향점수 분포

  <그림4-2>은 인적특성, 경제특성, 건강특성 등 각 매칭변수별 매칭 전후를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를 통해 공식 돌봄집단과 비공식 돌봄집단의 특성

이 유사해졌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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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제Ⅰ모형 각 매칭변수 별 매칭 전․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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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4-2>는 매칭 전, 후 공식 돌봄집단과 비공식 돌봄집단의 인적특성, 경제

특성, 건강특성 등을 비교한 것이다. 매칭 전에는 거의 모든 항목에서 두 집단

의 특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매칭 이후

에는 만나이를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집단 간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구  분

평균(Mean)
편의
(%)

편의
감소량
(%)

t-test

공식
(treated)

비공식
(control)

t p>t

인적
특성

성별
매칭전 0.833 0.719 27.7 　 2.58 0.010

매칭후 0.833 0.769 15.7 43.4 1.19 0.235

만나이
매칭전 80.704 78.290 36.7 　 3.66 0.000

매칭후 80.704 78.852 28.1 23.3 2.00 0.047

교육수준
매칭전 1.796 1.571 17 　 1.71 0.088

매칭후 1.796 2.074 -21 -23.4 -1.46 0.145

배우자유무
매칭전 0.102 0.524 -102.1 　 -8.67 0.000

매칭후 0.102 0.130 -6.7 93.4 -0.64 0.526

동거자녀수
매칭전 0.037 0.373 -82.4 　 -6.38 0.000

매칭후 0.037 0.019 4.5 94.5 0.83 0.410

거주지역
매칭전 0.241 0.391 -32.8 　 -3.12 0.002

매칭후 0.241 0.222 4 87.7 0.32 0.748

관계
매칭전 0.778 0.813 -2.6 　 -0.23 0.821

매칭후 0.778 0.833 -4.1 -58.6 -0.34 0.732

경제
특성

개인소득
매칭전 635.310 424.050 15.1 　 2.97 0.003

매칭후 635.310 636.440 -0.1 99.5 -0.01 0.995

의료비
매칭전 19.019 12.087 25.9 　 2.86 0.004

매칭후 19.019 19.250 -0.9 96.7 -0.04 0.971

건강
특성

만성질환수
매칭전 4.528 3.547 48.3 　 5.12 0.000

매칭후 4.528 4.454 3.6 92.4 0.25 0.803

ADL
매칭전 1.165 1.065 53.4 　 6.05 0.000

매칭후 1.165 1.164 0.7 98.7 0.03 0.972

인지적 건강
매칭전 22.444 22.077 8.1 　 0.80 0.423

매칭후 22.444 22.833 -8.5 -5.8 -0.56 0.574

<표 4-2> 제Ⅰ모형 매칭 전후 인적특성, 경제특성, 건강특성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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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집단 간의 차이가 감소였다는 것은 표준화 편의(Standardrised bias)를 통

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림4-3>은 집단의 잔차 분산비율과 표준화 편의 분

포가 매칭 전후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매칭 전에는 각 변수

별 표준화 편의가 넓게 분포되어 있었으나 매칭 후 대부분의 변수가 0에 가까

워졌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두 집단 간의 특성이 유사해졌음을 재차 확

인할 수 있다.

매칭 전 매칭 후

<그림 4-3> 매칭 전후 잔차의 분산 비율과 표준화 편의 분포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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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단계 :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

  성향점수를 바탕으로 공식 돌봄을 받는 노인과 비공식 돌봄을 받는 노인의 

특성이 유사한 사례를 1대1로 매칭하였다. 그 결과 총 216개의 사례(공식 돌봄

집단 108, 비공식 돌봄집단 108)가 도출되었다.

1) 노인 삶의 질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공식 돌봄집단과 비공식 돌봄집단 간의 삶의 질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성

공적으로 매칭이 이루어진 사례를 대상으로 다중회귀분석(Mu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으며, 종속변수로는 노인 삶의 질의 하위요소인 정신건강

(우울감), 신체건강(주관적 건강상태), 사회관계(사회활동), 생활환경(주거환경만

족도), 삶의 만족도를 투입하였다. 분석결과는 <표4-3>과 같으며, 세부적으로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정신건강 : 우울감

  분석에 고려된 다른 변수들의 영향력이 통제되었을 경우, 정신건강 변수로 

투입된 우울감에서 집단 간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통제변수 중에서 인적

특성과 경제특성은 우울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건강특성에서 만성질환수가 많을수록, ADL의 점수가 높을수록, 인지적 건강이 

낮을수록 우울감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신체건강 : 주관적 건강상태 

  신체건강 변수로 투입된 주관적 건강상태에서 공식 돌봄집단과 비공식 돌

봄집단 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통제변수 중에서 인적특성, 경제특성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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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주관적 건강상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없었으며, 건강특성에

서는 만성질환수가 많을수록, ADL점수가 높을수록 주관적 건강상태가 낮아지

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사회관계 : 사회활동

  사회관계 변수로 투입된 사회활동에서 공식 돌봄집단과 비공식 돌봄집단 

간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통제변수 중에서 인적특성, 경제특성 등에서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건강특성에서는 인지적 

건강이 높을수록 사회활동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생활환경 : 주거환경만족도

  공식 돌봄집단은 비공식 돌봄집단에 비해 주거환경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변수 중에서 인적특성의 관계는 부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관계가 높을수록 주거환경만족도는 낮아지는 것

으로 나타났다. 

(5) 삶의 만족도

  공식 돌봄집단은 비공식 돌봄집단보다 삶의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

다. 통제변수 중 인적특성에서 성별은 부적(-), 관계는 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특성에서는 개인소득이 정적(+)으로 유의

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건강특성에서는 만성질환수와 ADL이 

부적(-), 인지적 건강은 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즉, 여성일수록, 

관계가 높을수록, 개인소득이 높을수록, 만성질환수가 적고 ADL점수가 낮으

며, 인지적 건강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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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정신건강 신체건강 사회관계 생활환경

삶의만족도
우울감

주관적 
건강상태

사회활동
주거환경만

족도

집단구분
β -0.5534 -0.0256 0.3373 -0.2044* -0.1672*  

S.E. -0.5776 -0.1064 -0.3993 -0.0967 -0.0713 

인구
사회
학적
특성

성별
β 0.9296 -0.2461 0.3866 0.0810 -0.2610*  

S.E. -0.8683 -0.1599 -0.6002 -0.1453 -0.1072 

만나이
β 0.0330 0.0083 -0.0150 0.0030 0.0069 

S.E. -0.0434 -0.0080 -0.0300 -0.0073 -0.0054 

교육
수준

β -0.0574 -0.0320 0.0361 0.0445 -0.0606 

S.E. -0.2717 -0.0500 -0.1878 -0.0455 -0.0336 

배우자
유무

β -1.3303 0.0126 0.0943 0.0782 -0.1106 

S.E. -1.0184 -0.1876 -0.7040 -0.1704 -0.1258 

동거
자녀수

β -2.6897 -0.0201 1.0229 0.2753 -0.1525 

S.E. -1.7567 -0.3236 -1.2144 -0.2940 -0.2170 

거주
지역

β -0.8319 -0.1482 0.0105 0.0119 0.1337 

S.E. -0.7069 -0.1302 -0.4887 -0.1183 -0.0873 

관계
β -0.3628 0.0476 0.2760 -0.1044* 0.1067***

S.E. -0.2550 -0.0470 -0.1763 -0.0427 -0.0315 

경제
특성

개인
소득

β -0.0003 0.0001 0.0000 0.0000 0.0001** 

S.E. -0.0002 0.0000 -0.0002 0.0000 0.0000 

의료비
β 0.0111 0.0000 -0.0005 -0.0013 0.0003 

S.E. -0.0067 -0.0012 -0.0046 -0.0011 -0.0008 

건강
특성

만성
질환수

β 0.5724*** -0.1218*** 0.0456 -0.0205 -0.0528** 

S.E. -0.1357 -0.0250 -0.0938 -0.0227 -0.0168 

ADL
β 3.6477** -0.8149*** -0.3536 0.2053 -0.6657***

S.E. -1.1139 -0.2052 -0.7701 -0.1864 -0.1376 

인지
기능

β -0.1652* 0.0091 0.1552** 0.0146 0.0340***

S.E. -0.0707 -0.0130 -0.0489 -0.0118 -0.0087 

상수
β 2.4559 2.9046*** -0.4937 3.0641*** 2.5479***

S.E. -4.3165 -0.7951 -2.9841 -0.7224 -0.5332 

N 216 216 216 216 216
R2 0.257 0.251 0.114 0.082 0.381

F pvalue 5.3806 5.2026 1.9929 1.3862 9.5647

<표 4-3> 제Ⅰ모형 삶의 질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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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인 삶의 질 영향요인 비교

  노인 삶의 질 영향요인을 확인하기 위해서 노인 삶의 질 하위요소인 정신

건강(우울감), 신체건강(주관적 건강상태), 사회관계(사회활동), 생활환경(주거환

경만족도), 삶의 만족도 등에 따라 영향요인을 살펴보았으며, <표4-4>와 같이 

전체, 비공식 돌봄집단, 공식 돌봄집단으로 구분하고 영향요인을 확인하였다.

(1) 정신건강 : 우울감

  정신건강에 해당되는 우울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만성질환수와 ADL로 

비공식 돌봄집단과 공식 돌봄집단 모두에게서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즉, 

만성질환수가 많을수록, ADL점수가 높을수록 우울감이 높았다. 이밖에 우울감

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없었다. 

(2) 신체건강 : 주관적 건강상태

  전체집단에서 주관적 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만성질환수와 ADL

로 나타났다. 비공식 돌봄집단에서 주관적 건강상태 영향요인으로 만나이는 

정적(+)으로, 만성질환수와 ADL은 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즉, 비공식 돌봄집단은 나이가 많을수록, 만성질환수가 적고 ADL점수가 

낮을수록 주관적 건강상태가 높았다. 공식 돌봄집단에서는 거주지역와 만성질

환수가 주관적 건강상태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공

식 돌봄집단은 도시에 살고 있고 만성질환수가 적을수록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았다. 

(3) 사회관계 : 사회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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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전체집단과 비공식 돌봄집단에서는 인

지적 건강이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즉, 인지적 건강이 높을수록 노인의 사

회활동이 많았다. 공식 돌봄집단에서는 관계와 인지적 건강이 사회활동에 정

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관계가 많을수록, 인지적 건강이 

높을수록 공식 돌봄을 받는 노인의 사회활동이 많았다.

(4) 생활환경 : 주거환경만족도

  전체집단에서 관계가 주거환경만족도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으나, 비공식 돌봄집단과 공식 돌봄집단에서는 영향요인이 나타나지 않았

다. 

(5) 삶의 만족도

  전체집단에서 관계, 개인소득, 만성질환수, 인지적 건강 등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관계가 높을수록, 개인소득이 높을수록, 만

성질환수가 낮을수록, ADL점수가 낮을수록, 인지적 건강이 높을수록 삶의 만

족도가 높았다. 비공식 돌봄집단에서는 성별, 만나이, 관계, ADL, 인지적 건강

이 영향요인이었다. 남성일수록, 만나이가 높을수록, 관계가 높을수록, ADL점

수가 낮을수록, 인지적 건강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았다. 공식 돌봄집단

에서는 관계, 개인소득, 만성질환수, ADL, 인지적 건강 등이 영향요인이었다. 

공식 돌봄집단은 관계가 높을수록, 개인소득이 높을수록, 만성질환수가 적고, 

ADL점수가 낮을수록, 인지적 건강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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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우울감 주관적건강상태 사회활동 주거환경만족도 삶의만족도

전체 비공식 공식 전체 비공식 공식 전체 비공식 공식 전체 비공식 공식 전체 비공식 공식

집단구분
-0.5534 -0.0256 0.3373 -0.2044* -0.1672*

-0.5776 -0.1064 -0.3993 -0.0967 -0.0713 

인적
특성

성별
0.9296 1.9607 -0.2811 -0.2461 -0.4325 -0.0990 0.3866 1.7468 -0.1035 0.0810 0.0878 0.1525 -0.2610* -0.4298* -0.0929 

-0.8683 -1.3261 -1.2244 -0.1599 -0.2257 -0.2257 -0.6002 -0.9717 -0.7525 -0.1453 -0.1974 -0.2282 -0.1072 -0.1682 -0.1444 

만나이
0.0330 -0.0210 0.0177 0.0083 0.0271* -0.0064 -0.0150 0.0260 -0.0673 0.0030 -0.0019 0.0011 0.0069 0.0235** -0.0102 

-0.0434 -0.0669 -0.0639 -0.0080 -0.0114 -0.0118 -0.0300 -0.0491 -0.0393 -0.0073 -0.0100 -0.0119 -0.0054 -0.0085 -0.0075 

교육
수준

-0.0574 0.4084 -0.5734 -0.0320 -0.1007 0.0135 0.0361 0.0171 0.0003 0.0445 0.0839 -0.0068 -0.0606 -0.0636 -0.0855 

-0.2717 -0.4047 -0.3895 -0.0500 -0.0689 -0.0718 -0.1878 -0.2965 -0.2394 -0.0455 -0.0602 -0.0726 -0.0336 -0.0513 -0.0459 

배우자
유무

-1.3303 -3.2762* 0.6922 0.0126 0.3445 -0.1286 0.0943 1.6024 -0.5504 0.0782 -0.0444 0.0517 -0.1106 -0.0841 -0.0070 

-1.0184 -1.5672 -1.4665 -0.1876 -0.2667 -0.2704 -0.7040 -1.1484 -0.9014 -0.1704 -0.2332 -0.2733 -0.1258 -0.1988 -0.1729 

동거
자녀수

-2.6897 -5.3888 -1.2616 -0.0201 -0.5333 0.1665 1.0229 -0.0839 1.2855 0.2753 0.4190 0.1082 -0.1525 -0.4940 0.0330 

-1.7567 -3.1390 -2.1393 -0.3236 -0.5343 -0.3944 -1.2144 -2.3002 -1.3148 -0.2940 -0.4672 -0.3987 -0.2170 -0.3982 -0.2522 

거주
지역

-0.8319 -1.9416 -0.1286 -0.1482 0.1476 -0.3680* 0.0105 -0.2463 0.1517 0.0119 -0.0628 0.0646 0.1337 0.2315 0.0524 

-0.7069 -1.0648 -0.9803 -0.1302 -0.1812 -0.1807 -0.4887 -0.7803 -0.6025 -0.1183 -0.1585 -0.1827 -0.0873 -0.1351 -0.1156 

관계
-0.3628 -0.5120 -0.3629 0.0476 0.0332 0.1359 0.2760 -0.1964 0.9258*** -0.1044* -0.0982 -0.1422 0.1067*** 0.1197* 0.1372** 

-0.2550 -0.3593 -0.3885 -0.0470 -0.0612 -0.0716 -0.1763 -0.2633 -0.2388 -0.0427 -0.0535 -0.0724 -0.0315 -0.0456 -0.0458 

경제
특성

개인
소득

-0.0003 -0.0007 -0.0002 0.0001 -0.0002 0.0001 0.0000 -0.0003 0.0000 0.0000 0.0000 0.0000 0.0001** 0.0000 0.0001** 

-0.0002 -0.0008 -0.0002 0.0000 -0.0001 0.0000 -0.0002 -0.0006 -0.0001 0.0000 -0.0001 0.0000 0.0000 -0.0001 0.0000 

의료비
0.0111 0.0130 0.0058 0.0000 0.0019 0.0008 -0.0005 -0.0017 -0.0002 -0.0013 -0.0017 0.0011 0.0003 0.0008 -0.0002 

-0.0067 -0.0086 -0.0153 -0.0012 -0.0015 -0.0028 -0.0046 -0.0063 -0.0094 -0.0011 -0.0013 -0.0028 -0.0008 -0.0011 -0.0018 

건강
특성

만성
질환수

0.5724*** 0.4597* 0.6845*** -0.1218*** -0.1419*** -0.0956* 0.0456 0.0011 0.1490 -0.0205 -0.0292 -0.0244 -0.0528** -0.0337 -0.0522*  

-0.1357 -0.2063 -0.2009 -0.0250 -0.0351 -0.0370 -0.0938 -0.1511 -0.1235 -0.0227 -0.0307 -0.0375 -0.0168 -0.0262 -0.0237 

ADL
3.6477** 3.9096** 4.2891*  -0.8149*** -1.3514*** -0.3123 -0.3536 0.0987 -1.3400 0.2053 0.3942 -0.0055 -0.6657*** -0.6595*** -0.7990***

-1.1139 -1.4583 -1.9897 -0.2052 -0.2482 -0.3668 -0.7701 -1.0686 -1.2229 -0.1864 -0.2170 -0.3708 -0.1376 -0.1850 -0.2346 

인지적
건강

-0.1652* -0.1685 -0.1376 0.0091 -0.0003 0.0219 0.1552** 0.2213** 0.1306*  0.0146 0.0292 -0.0028 0.0340*** 0.0288* 0.0354** 

-0.0707 -0.1077 -0.1008 -0.0130 -0.0183 -0.0186 -0.0489 -0.0790 -0.0619 -0.0118 -0.0160 -0.0188 -0.0087 -0.0137 -0.0119 

상수
2.4559 6.0914 2.7799 2.9046*** 2.7006* 2.8379* -0.4937 -6.1017 5.2627 3.0641*** 2.9156** 3.6715** 2.5479*** 1.3763 3.7651***

-4.3165 -6.3703 -6.4161 -0.7951 -1.0842 -1.1829 -2.9841 -4.6679 -3.9434 -0.7224 -0.9481 -1.1959 -0.5332 -0.8082 -0.7564 

N 216 108 108 216 108 108 216 108 108 216 108 108 216 108 108

R2 0.257 0.299 0.298 0.251 0.401 0.285 0.114 0.148 0.254 0.082 0.158 0.069 0.381 0.406 0.422

F 5.3806 3.3702 3.3564 5.2026 5.2924 3.1628 1.9929 1.3787 2.6982 1.3862 1.4829 0.5857 9.5647 5.416 5.7741

<표 4-4> 공식 돌봄집단과 비공식 돌봄집단 노인 삶의 질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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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제Ⅱ모형 : 노인장기요양보험(재가급여) 돌봄과 비공식 돌봄

1. 1단계 :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를 받는 노인(이하 장기요양 돌봄집단)과 비공식 

돌봄을 받는 노인(이하 비공식 돌봄집단)을 매칭하기 위해 성향점수를 구하였

다. 종속변수는 장기요양 돌봄집단과 비공식 돌봄집단을 구분한 변수이며, 독

립변수(매칭변수)는 성별, 만나이, 교육수준, 배우자 유무, 동거자녀수, 거주지

역, 관계 등 인적특성, 개인소득, 의료비 등 경제특성, 만성질환수, ADL, 인지

적 건강 등 건강특성으로 구성하였다. 

  <표4-5>는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성향점수를 추정한 결과이다. 장

기요양 돌봄집단과 비공식 돌봄집단 구분을 기준으로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을 한 결과 인적특성 변수 중 만나이, 교육수준에서 중학교 졸업, 배우자유무, 

동거자녀수 등이 유의미하게 나타났고, 경제특성에서는 개인소득이 유의미하

게 나타났으며, 건강특성에서는 만성질환수와 ADL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즉,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를 받는 노인은 비공식 돌봄을 받는 노인에 비

해 나이가 많고, 무학에 비해 중학교 졸업자가 많았으며, 배우자가 없는 경우

가 많고, 동거자녀수가 적고, 개인소득이 낮고, 만성질환수가 많고, ADL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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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Coef. Std. Err. z P>z

인적
특성

성별(남성=0) 1.176 0.644 1.830 0.068 

만나이 0.060 0.026 2.310 0.021 

교육수준
(무학=0)

초등 -0.062 0.444 -0.140 0.890 

중등 0.829 0.470 1.760 0.078 

고등 -0.929 1.137 -0.820 0.414 

대학 1.723 0.691 2.490 0.013 

대학원이상 - - - -

배우자유무(무배우자=0) -2.390 0.524 -4.560 0.000 

동거자녀수 -3.866 0.818 -4.730 0.000 

거주지역(도시=0) -0.524 0.354 -1.480 0.139 

관계 -0.064 0.121 -0.530 0.599 

경제
특성

개인소득 -0.001 0.000 -1.780 0.076 

의료비 0.005 0.004 1.170 0.243 

건강
특성

만성질환수 0.263 0.075 3.520 0.000 

ADL 4.065 0.667 6.100 0.000 

인지적 건강 -0.011 0.038 -0.280 0.781 

상수 -13.112 2.713 -4.830 0.000 

<표 4-5> 노인장기요양보험(재가급여) 돌봄과 비공식 돌봄 기준 로지스틱 회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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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단계 : 성향점수를 통한 장기요양 돌봄집단과 비공식 돌봄집단 매칭

  <그림4-4>은 1단계에서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결정된 모델 공식

에 따라 성향점수를 계산한 결과를 보여준다. <그림4-4>의 (가)는 장기요양 돌

봄집단과 비공식 돌봄집단의 성향점수 분포를 비교한 것으로, 위쪽 집단은 장

기요양 돌봄집단을 의미하고 아래 집단은 비공식 돌봄집단을 의미한다. 두 집

단의 성향점수 비교를 통해서 0 ~ .4 사이에서 겹치는 구간이 확인되며, (나)

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겹치는 구간에서 성향점수를 매칭한 결과 .1 ~ .4 사이에

서 매칭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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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두 집단의 성향점수 분포 비교 (나) 두 집단의 매칭 전후 성향점수분포

<그림 4-4> 제Ⅱ모형 집단별 성향점수 분포

  <그림4-5>은 인적특성, 경제특성, 건강특성 등 총 12개 매칭변수에 대해 매

칭 전과 매칭 후 값의 분포를 보여준다. 이를 통해서 장기요양 돌봄집단과 비

공식 돌봄집단의 특성이 유사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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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제Ⅱ모형 각 매칭변수별 매칭전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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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4-6>는 성향점수 매칭 전, 후 장기요양 돌봄집단과 비공식 돌봄집단의 

인적특성, 경제특성, 건강특성 등 변수를 비교한 것이다. 매칭 전에는 거주지

역, 개인소득, 의료비, 인지적 건강 등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두 집단의 특

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칭 후에는 모든 

항목에서 두 집단의 특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음을 확

인할 수 있다. 

구  분
평균(Mean)

편의
(%)

편의
감소량
(%)

t-test
장기요양
(Treated) 

비공식
(Control)

T p>t

인적
특성

성별
매칭전 0.912 0.719 51.4 　 3.22 0.001 

매칭후 0.912 0.947 -9.3 81.9 -0.73 0.468 

만나이
매칭전 81.667 78.290 50.9 　 3.78 0.000 

매칭후 81.667 81.825 -2.4 95.3 -0.13 0.900 

교육수준
매칭전 1.544 1.571 -2.1 　 -0.15 0.879 

매칭후 1.544 1.404 10.9 -414.5 0.62 0.537 

배우자유무
매칭전 0.140 0.524 -88.9 　 -5.74 0.000 

매칭후 0.140 0.211 -16.3 81.7 -0.98 0.329 

동거자녀수
매칭전 0.035 0.373 -83.1 　 -4.67 0.000 

매칭후 0.035 0.053 -4.3 94.8 -0.45 0.651 

거주지역
매칭전 0.263 0.391 -27.5 　 -1.95 0.051 

매칭후 0.263 0.316 -11.3 59.0 -0.62 0.540 

관계
매칭전 0.684 0.813 -10.0 　 -0.61 0.542 

매칭후 0.684 0.404 21.9 -118.3 1.65 0.101 

경제
특성

개인소득
매칭전 395.470 424.050 -5.4 　 -0.40 0.690 

매칭후 395.470 531.750 -26.0 -376.9 -1.26 0.210 

의료비
매칭전 16.737 12.087 21.8 　 1.45 0.146 

매칭후 16.737 36.561 -93.1 -326.4 -1.35 0.179 

건강
특성

만성질환수
매칭전 5.018 3.547 69.6 　 5.67 0.000 

매칭후 5.018 4.632 18.3 73.7 0.93 0.356 

ADL
매칭전 1.243 1.065 87.7 　 7.94 0.000 

매칭후 1.243 1.326 -40.7 53.6 -1.18 0.240 

인지적 건강
매칭전 21.561 22.077 -10.9 　 -0.83 0.408 

매칭후 21.561 20.509 22.2 -104.2 1.02 0.309 

<표 4-6> 제Ⅱ모형 매칭 전후 인적특성, 경제특성, 건강특성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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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집단 간의 특성 차이가 감소하였음은 표준화 편의(Standardrised bias)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그림4-6>은 매칭 전과 매칭 후의 표준화 편의의 변

화를 보여준다. 매칭 전에는 표준화 편의가 넓게 분포되어 있었으나, 매칭 후

에는 0에 가까워 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장기요양 돌봄집단과 비

공식 돌봄집단의 특성이 유사해졌음이 재확인되었다.

매칭 전 매칭 후
<그림 4-6> 제Ⅱ모형 매칭 전후 잔차의 분산 비율과 표준화 편의 분포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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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단계 :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

  2단계에서 확보된 성향점수를 바탕으로 장기요양 돌봄집단과 비공식 돌봄

집단을 1:1 매칭한 결과 장기요양 돌봄집단 57 사례, 비공식 돌봄집단 57 사례 

등 총 114 사례가 도출되었다.

1) 노인 삶의 질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장기요양 돌봄집단과 비공식 돌봄집단의 노인 삶의 질 차이를 확인하기 위

해 성공적으로 매칭된 사례를 대상으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종속변

수는 노인 삶의 질의 구성요소인 정신건강(우울감), 신체건강(주관적 건강상

태), 사회관계(사회활동), 생활환경(주거환경만족도), 삶의 만족도를 투입하였

다. 분석결과는 <표4-7>과 같으며, 각 하위요인별로 결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정신건강 : 우울감

  모형에 투입된 다른 변수들의 영향력이 통제되었을 경우, 우울감에 대한 장

기요양 돌봄집단과 비공식 돌봄집단 간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통제변수 

중에서는 건강특성의 만성질환수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만성질환수가 많을수록 우울감이 높았다.

(2) 신체건강 : 주관적 건강상태

  주관적 건강상태에서 장기요양 돌봄집단과 비공식 돌봄집단 간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통제변수 중에서는 인적특성의 동거자녀수가 정적(+)으로 유

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건강특성에서는 만성질환수와 ADL

이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거자녀수가 많을수록 주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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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상태가 높았고, 만성질환수가 많고, ADL점수가 높을수록 주관적 건강상태

가 낮았다. 

(3) 사회관계 : 사회활동

  사회활동에서 두 집단 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통제변수 중에서는 인적

특성에서 성별, 교육수준, 관계가 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며, 건강

특성에서 인지적 건강이 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여성일수록, 교

육수준이 높고, 관계가 높을수록, 인지적 건강이 좋을수록 사회활동이 높았다. 

(4) 생활환경 : 주거환경만족도

  주거환경만족도에서 두 집단 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통제변수 중에서

는 인적특성인 관계가 부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며, 경제특성에서 

의료비가 부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계가 높고 

의료비가 적을수록 주거환경만족도가 높았다. 

(5) 삶의 만족도

  장기요양 돌봄집단은 비공식 돌봄집단보다 삶의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

타났다. 통제변수를 살펴보면 인적특성에서 관계는 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제특성에서 개인소득은 정적(+), 의료비는 부

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특성에서는 만성질환

수가 부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즉, 관계가 높고, 개인소득이 많고 

의료비 부담이 적고, 만성질환수가 적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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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우울감
주관적

건강상태
사회활동

주거환경
만족도

삶의만족도

집단구분
β 0.2616 -0.0340 0.0003 -0.1175 -0.2820** 

S.E. -0.7896 -0.1375 -0.5150 -0.1319 -0.1068 

인적
특성

성별
β 1.3435 0.0147 2.6415* -0.4369 -0.0570 

S.E. -1.8094 -0.3151 -1.1802 -0.3024 -0.2447 

만나이
β 0.0352 0.0092 -0.0570 -0.0152 -0.0015 

S.E. -0.0640 -0.0111 -0.0417 -0.0107 -0.0087 

교육
수준

β -0.4849 0.0991 0.6195* -0.0877 -0.0012 

S.E. -0.4079 -0.0711 -0.2661 -0.0682 -0.0552 

배우자
유무

β -0.1098 0.1427 0.4853 0.0793 0.0678 

S.E. -1.1950 -0.2081 -0.7794 -0.1997 -0.1616 

동거
자녀수

β -2.2754 0.9211* 1.0557 0.5717 0.5208 

S.E. -2.2961 -0.3999 -1.4976 -0.3837 -0.3105 

거주
지역

β 0.5595 -0.3083 0.0951 -0.0432 -0.0869 

S.E. -0.8945 -0.1558 -0.5834 -0.1495 -0.1210 

관계
β -0.5802 0.1243 0.6192* -0.1580* 0.1542*  

S.E. -0.4626 -0.0806 -0.3017 -0.0773 -0.0626 

경제
특성

개인
소득

β -0.0014 0.0002 -0.0007 0.0004 0.0003*  

S.E. -0.0011 -0.0002 -0.0007 -0.0002 -0.0002 

의료비
β 0.0151 -0.0011 -0.0020 -0.0039** -0.0023*  

S.E. -0.0084 -0.0015 -0.0055 -0.0014 -0.0011 

건강
특성

만성
질환수

β 0.6344*** -0.1085*** 0.1439 0.0029 -0.0636*  

S.E. -0.1800 -0.0314 -0.1174 -0.0301 -0.0243 

ADL
β 2.2456 -0.5074* -0.0977 0.0463 -0.2933 

S.E. -1.2125 -0.2112 -0.7909 -0.2026 -0.1640 

인지
기능

β -0.1518 -0.0022 0.1447* 0.0037 0.0150 

S.E. -0.0905 -0.0158 -0.0590 -0.0151 -0.0122 

상수
β 3.0945 2.1443 -0.1554 5.2944*** 3.0017** 

S.E. -6.8025 -1.1848 -4.4370 -1.1367 -0.9199 

N 114 114 114 114 114 

R2 0.295 0.316 0.267 0.132 0.298 
F pvalue 3.2125 3.5616 2.8049 1.1717 3.2654 

<표 4-7> 제Ⅱ모형 삶의 질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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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인 삶의 질 영향요인 비교

  노인 삶의 질 하위요소인 정신건강, 신체건강, 사회관계, 생활환경, 삶의 만

족도 등에 따라 영향요인을 살펴보았으며, <표4-8>과 같이 전체, 비공식 돌봄

집단, 장기요양 돌봄집단으로 구분하고 영향요인을 비교해 보았다. 

(1) 정신건강 : 우울감

  우울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와 관련하여 전체집단에서는 만성질환수가 정

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공식 돌봄집단에서는 성별이 정적

(+)영향, 개인소득이 부적(-)영향, 의료비가 정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장기요양 돌봄집단에서는 전체집단과 동일하게 만성질환수가 정적(+)

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신체건강 : 주관적 건강상태 

  주관적 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전체집단에서는 동거자녀수, 만성

질환수, ADL 등이었다. 동거자녀수가 많을수록, 만성질환수가 적을수록, ADL

점수가 낮을수록 주관적 건강상태가 높아진다. 비공식 돌봄집단에서는 ADL이 

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장기요양 돌봄집단에서는 관계

가 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사회관계 : 사회활동

  사회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전체집단에서는 성별, 교육수준, 관계, 인

지적 건강이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공식 돌봄집단에서

는 배우자유무, 개인소득은 정적(+), 의료비는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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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 장기요양 돌봄집단에서는 관계, 인지적 건강이 정적(+)인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생활환경 : 주거환경만족도

  주거환경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전체집단에서는 관계, 의료비가 부

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공식 돌봄집단에서는 의료비가 부적

(-)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장기요양 돌봄집단에서는 관계가 부적

(-)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삶의 만족도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전체집단에서 관계, 개인소득이 정적

(+), 의료비, 만성질환수가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공식 돌

봄집단에서는 개인소득이 정적(+)영향을 미치고, 의료비, ADL이 부적(-)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요양 돌봄집단에서는 관계, 인지적 건강이 정

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93

구  분
우울감 주관적건강상태 사회활동 주거환경만족도 삶의만족도

전체 비공식 장기요양 전체 비공식 장기요양 전체 비공식 장기요양 전체 비공식 장기요양 전체 비공식 장기요양

집단구분
0.2616 -0.0340 0.0003 -0.1175 -0.2820**

-0.7896 -0.1375 -0.5150 -0.1319 -0.1068 

인적
특성

성별
1.3435 6.2171* -0.0950 0.0147 -0.5826 -0.1448 2.6415* 2.5125 1.3391 -0.4369 -0.8817 -0.0994 -0.0570 -0.8318 0.0269 

-1.8094 -3.0774 -2.3844 -0.3151 -0.5111 -0.4354 -1.1802 -1.8813 -1.4901 -0.3024 -0.4817 -0.4560 -0.2447 -0.4236 -0.3146 

만나이
0.0352 0.1072 -0.0573 0.0092 -0.0043 0.0138 -0.0570 0.0831 -0.0711 -0.0152 -0.0183 -0.0169 -0.0015 -0.0005 -0.0066 

-0.0640 -0.1200 -0.0853 -0.0111 -0.0199 -0.0156 -0.0417 -0.0733 -0.0533 -0.0107 -0.0188 -0.0163 -0.0087 -0.0165 -0.0112 

교육
수준

-0.4849 -0.6270 -0.1618 0.0991 0.1369 0.0182 0.6195* -0.1548 0.5257 -0.0877 -0.1183 -0.0709 -0.0012 -0.0683 -0.0660 

-0.4079 -0.6979 -0.5691 -0.0711 -0.1159 -0.1039 -0.2661 -0.4266 -0.3557 -0.0682 -0.1092 -0.1088 -0.0552 -0.0961 -0.0751 

배우자
유무

-0.1098 -2.8489 0.9872 0.1427 0.6859 0.2772 0.4853 5.0559*** -0.5069 0.0793 0.1300 -0.0966 0.0678 0.5281 0.0276 

-1.1950 -2.0893 -1.9281 -0.2081 -0.3470 -0.3520 -0.7794 -1.2772 -1.2049 -0.1997 -0.3270 -0.3687 -0.1616 -0.2876 -0.2544 

동거
자녀수

-2.2754 -4.0077 -2.3704 0.9211* 1.3638 0.8540 1.0557 1.1909 1.2815 0.5717 1.1213 0.2464 0.5208 1.0698 0.0005 

-2.2961 -4.0946 -2.9962 -0.3999 -0.6800 -0.5471 -1.4976 -2.5031 -1.8724 -0.3837 -0.6409 -0.5730 -0.3105 -0.5637 -0.3954 

거주
지역

0.5595 1.3031 -1.2200 -0.3083 -0.0265 -0.2819 0.0951 -0.1086 -0.0419 -0.0432 -0.0527 -0.1527 -0.0869 -0.1835 0.0794 

-0.8945 -1.3305 -1.3965 -0.1558 -0.2210 -0.2550 -0.5834 -0.8134 -0.8727 -0.1495 -0.2082 -0.2671 -0.1210 -0.1832 -0.1843 

관계
-0.5802 0.5002 -0.7754 0.1243 -0.2326 0.2882* 0.6192* -0.5928 1.1796** -0.1580* -0.0908 -0.3200*  0.1542* -0.0538 0.2108*

-0.4626 -0.7966 -0.6802 -0.0806 -0.1323 -0.1242 -0.3017 -0.4870 -0.4251 -0.0773 -0.1247 -0.1301 -0.0626 -0.1097 -0.0898 

경제
특성

개인
소득

-0.0014 -0.0078* -0.0007 0.0002 0.0006 0.0002 -0.0007 0.0063** -0.0015 0.0004 0.0009 0.0003 0.0003* 0.0011* 0.0003 

-0.0011 -0.0032 -0.0013 -0.0002 -0.0005 -0.0002 -0.0007 -0.0019 -0.0008 -0.0002 -0.0005 -0.0002 -0.0002 -0.0004 -0.0002 

의료비
0.0151 0.0520** 0.0318 -0.0011 -0.0034 -0.0122 -0.0020 -0.0436*** 0.0065 -0.0039** -0.0066* -0.0031 -0.0023* -0.0066* -0.0013 

-0.0084 -0.0186 -0.0371 -0.0015 -0.0031 -0.0068 -0.0055 -0.0114 -0.0232 -0.0014 -0.0029 -0.0071 -0.0011 -0.0026 -0.0049 

건강
특성

만성
질환수

0.6344*** 0.4502 0.7688** -0.1085*** -0.0604 -0.0914 0.1439 0.2041 0.3132 0.0029 0.0023 -0.0093 -0.0636* -0.0581 -0.0314 

-0.1800 -0.3009 -0.2640 -0.0314 -0.0500 -0.0482 -0.1174 -0.1840 -0.1650 -0.0301 -0.0471 -0.0505 -0.0243 -0.0414 -0.0348 

ADL
2.2456 3.5632 3.4911 -0.5074* -1.0403*** -0.6612 -0.0977 0.3829 -1.7142 0.0463 0.0519 0.1007 -0.2933 -0.5994* -0.5895 

-1.2125 -1.7746 -2.3269 -0.2112 -0.2947 -0.4249 -0.7909 -1.0849 -1.4541 -0.2026 -0.2778 -0.4450 -0.1640 -0.2443 -0.3070 

인지적
건강

-0.1518 0.0277 -0.1959 -0.0022 -0.0463 0.0131 0.1447* 0.1147 0.1803*  0.0037 0.0143 -0.0081 0.0150 -0.0093 0.0402*

-0.0905 -0.1508 -0.1250 -0.0158 -0.0250 -0.0228 -0.0590 -0.0922 -0.0781 -0.0151 -0.0236 -0.0239 -0.0122 -0.0208 -0.0165 

상수
3.0945 -9.7343 10.3388 2.1443 4.9243* 1.8172 -0.1554 -13.3208 2.6583 5.2944*** 5.5449** 5.4185** 3.0017** 4.3697* 2.7765*

-6.8025 -12.5799 -8.7347 -1.1848 -2.0892 -1.5949 -4.437 -7.6903 -5.4585 -1.1367 -1.9689 -1.6705 -0.9199 -1.7318 -1.1526 

N 114 57 57 114 57 57 114 57 57 114 57 57 114 57 57
R2 0.295 0.463 0.340 0.316 0.444 0.408 0.267 0.455 0.434 0.132 0.235 0.169 0.298 0.371 0.415

F 3.2125 3.1594 1.8859 3.5616 2.9236 2.5291 2.8049 3.0592 2.8109 1.1717 1.1242 0.7477 3.2654 2.1653 2.5992

<표 4-8> 장기요양 돌봄집단과 비공식 돌봄집단 노인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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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결론

제1절 종합분석 

  본 연구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의 정책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공식 

돌봄을 받는 노인과 비공식 돌봄을 받는 노인의 삶의 질 차이와 노인 삶의 질

의 영향요인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먼저 전반적인 공식 돌봄의 효과를 확인하

고자 제Ⅰ모형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을 포함한 전체 공식 돌봄을 받는 노인

과 비공식 돌봄을 받는 노인을 비교하였고, 제Ⅱ모형을 통해서 노인장기요양

보험 재가급여를 받는 노인과 비공식 돌봄을 받는 노인을 비교하였다. 그 결

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가설검증

1) 제Ⅰ모형

  제Ⅰ모형에서는 공식 돌봄집단과 비공식 돌봄집단을 비교하였다. 성향점수

매칭 결과 총 216 사례가 도출되었으며,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가설을 검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두 집단 간의 노인 삶의 질 차이를 확인해 본 결과 정신건강(우울감), 신체

건강(주관적 건강상태), 사회관계(사회활동)에서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가

설Ⅰ-1-1, 가설 Ⅰ-1-2, 가설 Ⅰ-1-3 기각). 그러나 생활환경(주거환경만족도)

와 삶의 만족도에서는 공식 돌봄집단이 비공식 돌봄집단보다 낮은 것으로 나

타났다(가설Ⅰ-1-4, 가설 Ⅰ-1-5 채택). 

2) 제Ⅱ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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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Ⅱ모형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를 받는 노인과 비공식 돌봄을 받는 

노인의 삶의 질과 영향요인을 비교하였다. 성향점수매칭 결과 총 114사례가 

도출되었으며,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가설을 검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장기요양 돌봄집단과 비공식 돌봄집단의 노인 삶의 질 차이를 확인해본 결

과 정신건강(우울감), 신체건강(주관적 건강상태), 사회관계(사회활동), 생활환

경(주거환경만족도)에서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가설 Ⅰ-2-1. Ⅰ-2-2, Ⅰ

-2-3, Ⅰ-2-4 기각). 그러나 삶의 만족도에서는 장기요양 돌봄집단이 비공식 

돌봄집단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가설Ⅰ-2-5 채택). 

연구가설 내  용 결과

Ⅰ-1
공식 돌봄을 받는 노인이 비공식 돌봄을 받는 노인에 비해 우울감이 높을 것
이다. 

기각

Ⅰ-2
공식 돌봄을 받는 노인이 비공식 돌봄을 받는 노인에 비해 주관적 건강상태
가 낮을 것이다. 

기각

Ⅰ-3
공식 돌봄을 받는 노인이 비공식 돌봄을 받는 노인에 비해 사회활동이 적을 
것이다. 

기각

Ⅰ-4
공식 돌봄을 받는 노인이 비공식 돌봄을 받는 노인보다 주거환경만족도가 낮
을 것이다. 

채택

Ⅰ-5
공식 돌봄을 받는 노인이 비공식 돌봄을 받는 노인보다 삶의 만족도가 낮을 
것이다. 

채택

Ⅱ-1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를 받는 노인이 비공식 돌봄을 받는 노인에 비해 
우울감이 높을 것이다. 

기각

Ⅱ-2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를 받는 노인이 비공식 돌봄을 받는 노인에 비해 
주관적 건강상태가 낮을 것이다. 

기각

Ⅱ-3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를 받는 노인이 비공식 돌봄을 받는 노인에 비해 
사회활동이 적을 것이다. 

기각

Ⅱ-4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를 받는 노인이 비공식 돌봄을 받는 노인보다 주
거환경만족도가 낮을 것이다. 

기각

Ⅱ-5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를 받는 노인이 비공식 돌봄을 받는 노인보다 삶
의 만족도가 낮을 것이다. 

채택

<표 5-1> 연구가설 검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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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과 논의

  본 연구는 공식 돌봄을 받는 노인과 비공식 돌봄을 받는 노인의 삶의 질 

차이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또한 삶의 질 영향요인을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먼저 제Ⅰ모형에서 공식 돌봄을 받는 노인(공식 돌봄집단)과 비공식 돌봄을 

받는 노인(비공식 돌봄집단)의 삶의 질 차이를 확인해본 결과, 공식 돌봄집단

은 비공식 돌봄집단보다 주거환경만족도가 낮고, 삶의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

다. 

  공식 돌봄집단이 주거환경만족도가 낮다는 결과는 공식 돌봄제도 내 주거

지원 미흡을 원인으로 볼 수 있다. 공식 돌봄에 해당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측면에서는 재가급여가 주거환경을 위한 별도의 지원이 없다는 점을 원인으로 

들 수 있다. 열악한 주거여건이 시설급여를 선택하는 원인(배혜원, 2020)이며, 

양호한 주거상태가 재가급여를 계속 이용하게 하는 주요한 요인이라는 점(석

재은, 이기주, 2017)에서 재가급여 내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검토해보아야 한다

(강은나외, 2020). 특히, 정부가 커뮤니티케어를 주요 정책으로 설정하고 선도

사업을 실시한 현 시점에서, 커뮤니티케어의 주요 대상자인 노인의 AIP를 실

현하기 위해 지역사회 내 안정적 주거여건을 마련하는 것은 제도를 안착시키

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이미 커뮤니티케어 정책 내 캐어 안심 주택 대폭 

확충, 집수리 사업, 커뮤니티케어형 도시재생뉴딜 등 주거여건 개선을 위한 노

력이 반영되어 있으나(보건복지부, 2020), 주거환경을 관리하고 유지할 수 있

도록 하는 등 세심한 부분까지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

  공식 돌봄집단이 비공식 돌봄집단에 비해 삶의 만족도가 낮게 나타난 것은 

아직까지 공식 돌봄이 삶의 만족도 측면에서 비공식 돌봄을 대체할 만큼 충분

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커뮤니티케어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례관리를 통해 이용자 중심의 종합서비스를 제공함에 있

어서 공식 돌봄이 비공식 돌봄만큼 노인 삶의 만족도를 높인다는 관점이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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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도록 검토해야 할 것이다. 한편, 정신건강(우울감), 신체건강(주관적 건강상

태), 사회관계(사회활동) 등에서는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는데 이러한 결과는 

공식 돌봄이 비공식 돌봄과 비교하여 노인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가 

미비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공식 돌봄집단과 비공식 돌봄집단은 삶의 질 

하위요소 중 정신건강, 신체건강, 사회관계에서 유사한 수준이다. 이러한 결과

는 기존 연구에서 공식 돌봄집단이 비공식 돌봄집단보다 노인 삶의 질이 낮다

는 결과와 상반되며, 공식 돌봄이 비공식 돌봄만큼 돌봄수급자의 삶의 질을 

유지하고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공식 돌봄이 비공식 돌

봄을 대체하고 있는 것이다. 

  노인 삶의 질의 영향요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생활환경(주거환경만족

도)의 영향요인은 두 집단 모두에서 유의미한 변수가 나타나지 않았다. 삶의 

만족도에서는 비공식 돌봄집단은 성별, 만나이, 관계, ADL, 인지적 건강 등이 

영향요인이었다. 비공식 돌봄집단은 남성이면서 나이가 많을수록, 관계가 좋

고, ADL점수가 낮으며, 인지적 건강이 좋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았다. 반면 

공식 돌봄집단은 관계, 개인소득, 만성질환수, 인지적 건강이 영향요인이었다. 

관계가 좋고 개인소득이 높으며, 만성질환수가 적고, ADL 점수가 낮으며, 인

지적 건강이 좋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았다. 

  만성질환수, ADL, 인지적 건강 등 건강특성은 비공식 돌봄집단과 공식 돌

봄집단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이었다. 건강특성은 주거환경

만족도를 제외하고 모든 삶의 질 하위요인에서 영향을 미쳤다. 노인 삶의 질

에 가장 중요한 요인은 건강상태라는 기존 연구를 지지하는 결과이다(김득희, 

황경열, 1998; 고보선, 유용식, 2002; 이지현 외, 2008; 김원배, 2009; 유수진외, 

2015). 노인의 건강을 유지하고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공식 돌봄과 비공식 돌

봄의 성과에 중요한 요소임이 재차 확인되었다.

  제Ⅱ모형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를 받는 노인(장기요양 돌봄집단)

은 비공식 돌봄을 받는 노인(비공식 돌봄집단)보다 삶의 만족도가 낮게 나타

났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 연구결과를 지지하는 결과이다(박순자, 2012; 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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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2014; 한수정, 문상호, 2014; 한수정, 2016; 신혜리, 이민아, 2018). 장기요양 

돌봄집단이 비공식 돌봄집단에 비해 삶의 만족도가 낮게 나타난 것은 노인장

기요양보험이 삶의 만족도를 증가시킨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던 연구들(이원진, 

2014l 한수정, 2016; 신혜리, 이민아, 2018)과 맥락을 같이한다. 장기요양 돌봄

집단이 비공식 돌봄집단과 동일한 수준으로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

적 노력이 요구된다. 정신건강(우울감), 신체건강(주관적 건강상태), 사회관계

(사회활동), 생활환경(주거환경만족도) 등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

았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는 정신건강(우울감), 신체건강(주관적 건강상

태), 사회관계(사회활동), 생활환경(주거환경만족도) 등에서 비공식 돌봄과 동

일한 성과를 내고 있다고 유추해볼 수 있다. 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가 비공식 

돌봄의 역할을 대체하고 있는 것이다.

  장기요양 돌봄집단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관계와 인지적 

건강이었다. 관계와 인지적 건강이 좋은 노인이 삶의 만족도가 높았다. 특히, 

장기요양 돌봄집단에서 ‘관계’는 정신건강(우울감)을 제외하고 모든 삶의 

질 하위요소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였다. 이러한 결과는 장기요양서비스에서 

돌봄제공자와 돌봄수급자 간의 관계의 중요성에 대한 단초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즉, 돌봄제공자와 돌봄수급자 간의 좋은 관계는 제도의 성과를 높일 

수 있는 주요한 요인일 수 있는 것이다(석재은, 2014).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

급여를 받는 돌봄수급자와 돌봄제공자 간 관계 유지 및 개선방안이 정책 설계 

및 보완시 반영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비공식 돌봄집단은 개인소득, 의료비 등 경제특성과 ADL이 영향요인이었

다. 비공식 돌봄집단에게 경제적 여건과 일상생활수행능력 가능 여부가 삶의 

만족도에 중요했다. 비공식 돌봄집단에서 경제특성은 신체건강(주관적 건강상

태)을 제외하고 모든 삶의 질 하위요소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

인소득과 의료비 등은 비공식 돌봄을 받는 노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소로서 소득수준이 낮은 노인에 대해서 추가적인 서비스나 제도적 

지원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 커뮤니티케어에서 소득보장은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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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과 공적부조 영역으로 구분하여 정책 내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서

비스 설계와 제공 과정에서 소득수준이 낮은 노인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서비

스를 제공하는 등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과 비공식 돌봄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통해서 의료비(간병비 등) 등 돌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

하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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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의 함의

  저출산, 고령화가 지속되고 있는 흐름 속에서 앞으로 공식 돌봄의 역할은 

더욱 커질 것이다. 공식 돌봄이 비공식 돌봄을 얼마나 적절히 대처하는가는 

앞으로 정책을 설계하고 개선해 나가는데 핵심 사항이 될 것이다. 

1. 이론적 함의

  공식 돌봄과 비공식 돌봄의 관계를 검증하는데 돌봄수급자의 삶의 질을 측

정기준으로 추가할 필요성이 있다. 기존의 공식 돌봄과 비공식 돌봄의 관계를 

검증하는 방식은 돌봄제공자 입장만을 반영한 한계를 보이고 있다. 즉, 공식 

돌봄이 가족의 돌봄제공, 돌봄시간, 가구의 의료비(간병비 등) 등을 감소시키

는지 여부를 통해서 관계를 확인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공식 돌봄과 비공

식 돌봄의 관계를 이해하고 정책적인 방향을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서비

스를 제공받는 노인의 입장이 관계모델에 반영되어야 한다. 이는 노인 삶의 

질을 반영함으로서 가능할 것이다.

  본 연구자는 공식 돌봄을 받는 노인이 비공식 돌봄을 받는 노인의 삶의 질

에 비해 ‘C등급 = 낮은 수준’, ‘B등급 = 동등한 수준’, ‘A등급 = 높은 

수준’인지를 구분하여 관계 모델 측정기준에 추가할 것을 제안한다. 이를 통

해 공식 돌봄이 비공식 돌봄을 대처 또는 보완 하는데 질적 수준을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즉, 공식 돌봄이 비공식 돌봄만큼 충분히 기능을 하고 있는지 평

가가 가능하다. 이는 돌봄수급자의 입장을 반영하는 것으로 적절한 정책 설계

와 개선방안 도출시 주요한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101

구  분 대체모델 보완모델 보상모델

과업분야 겹침 겹침 겸침

과업분야 내 돌봄공유 겹침 겹침 겹치지 않음

공식 돌봄과 비공식 돌봄 관계 부적 부적/정적 부적

측정
기준

돌봄제공 부적 부적/정적 부적

돌봄시간 부적 부적/정적 부적

의료비(간병비 등) 부적 부적/정적 부적

삶의 질 A / B / C A / B / C A / B / C

<표 5-2> 공식 돌봄과 비공식 돌봄의 관계 모델 분석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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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적 함의

  공식돌봄인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를 받는 노인과 비공식 돌봄을 받는 

노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결과를 통해 정책적 함의를 살펴보

면 다음과 같다. 

‘관계’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를 받는 노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

치는 주요한 변수였다. 노인 삶의 질 하위요소에서 정신건강(우울감)을 제외하

고 모든 요소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는 것

은 좋은 돌봄관계를 통해 가능하다는 기존 연구(석재은, 2014) 결과를 토대로,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공식 돌봄제공자와 돌봄수급자 간의 관계 관리를 위한 

정책적 접근을 제안한다. 공식 돌봄제공자와 돌봄수급자 간 신뢰관계가 형성

되고 유지될 수 있도록 서비스 공급체계 개선과 돌봄수급자와 돌봄제공자 각

각의 권리가 지켜질 수 있는 여건 마련이 필요하다. 돌봄수급자에게 충분한 

정보 제공과 교육을 통해 돌봄제공자와의 충분한 의사소통, 부당한 요구 사전 

예방 등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오대영, 2020).

  비공식 돌봄제공자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비공식 돌봄을 받는 노

인에게 개인소득, 의료비 등 경제특성은 주관적 건강상태를 제외하고 삶의 질 

하위요소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커뮤니티케어 흐름 속에서 비공식돌봄자

의 역할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김민경, 2020). 공식 돌봄과 비공식 돌봄의 

대체적 관계가 잘 실현될 수 있고, 노인 당사자에게 효과적인 돌봄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돌봄급여 지급, 돌봄 단축근무제 등 비공식 돌봄제공자

에게 정책적 지원을 함으로서 돌봄수급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이를 통

해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OECD 국가들의 비공식 돌봄자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살펴보면 <표 5-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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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직접
지원

비재정

법적 권리 인정 ․ 일정 요건을 갖춘 가족 돌봄제공자에게 공식적인 지위 인정

취업 양립지원
․ 돌봄휴가제도, 일시휴가제도. 탄력근무제도, 돌봄 단축 근무
(근무시간 인정), 가족 돌봄제공자 취업지원, 연금자격 유지

교육프로그램 ․ 정서적지지 서비스, 돌봄 교육 프로그램 제공

건강지원 ․ 가족돌봄자 건강관리 프로그램 제공 

식사배달 ․ 가족돌봄자 대상 식사배달서비스 제공

정보제공 및 
자원연계

․ 장기요양보호 관련 정보 제공 및 자원연계

외부활동지원 ․ 외부활동 동행서비스

비재정
/재정

휴식 및 휴가 
지원

․ 가족 돌봄제공자 휴가 및 휴식 지원
․ 돌봄을 제공하고 있는 가족에게 휴가비를 지원
․ 일정기간 동안 간병인 또는 돌봄제공자 지원

재정

현금급여 ․ 가족 돌봄에 대한 현금 수당 지급

가족공적고용
(가족요양보호사)

․ 가족 내 주돌봄자를 공식 돌봄제공자로 인정하고 이에 해당 
되는 급여를 제공

간접
지원

재정
세액공제 및 

감면
․ 돌봄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및 감면

자료: Daly(2002).“Care as a good for social policy.”p256
Triantafillou. J. et al.(2010).“Informal care in the long-term care system.”
최인희(2011).“노인 돌봄과 노동 양립을 위한 가족돌봄자 지원정책 연구.”p52. 
이용주(2020).“비공식 돌봄자를 위한 정책 지원 비교 연구.”등을 참조하여 재구성

<표 5-3> 비공식 돌봄자 지원정책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지역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이용자의 욕구를 적절히 해

소할 수 있을 때 결과적으로 시설입소 시기를 늦출 수 있고, 재정부담을 완화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서는 이용자 관점에서 정책

의 개선방안을 도출해야 한다. 노인장기요양기관 평가에서 수급자 및 수급자 

가족의 삶의 질 요소 평가를 확대하고 돌봄수급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될 필요성이 있다. 특히, 서비스가 규정대로 잘 제공되고 있는가를 

판단하는 수준을 넘어서 서비스의 정책목표가 제대로 달성되고 있는지, 가족

의 돌봄시간 감소, 의료비 감소, 삶의 질 개선여부 등을 평가요소에 담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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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야 한다.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단계적으로 돌봄시간, 의료비, 삶의 질 

개선 영역을 추가하여 최초에는 정책의 평가와 개선방안을 도출하는데 활용하

고 중장기적으로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들을 평가하는 요소로 반영하는 방

안을 검토하여 장기요양기관들이 높은 수준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향후 추가되어야 할 평가척도를 <표 5-4>과 같이 제안한다. 

평가요소 내  용

돌봄시간 - 수급 이전과 이후 동거 가족 주 돌봄자의 돌봄시간 감소 정도

의료비(간병비 등) - 수급 이전과 이후 가구의 돌봄수급자 의료비(간병비 등) 감소 정도

삶의 질
- 수급 이전과 이후 돌봄수급자와 돌봄수급자 가족의 삶의 질 개선여부
- 삶의 질 평가요소 : 우울감, 주관적 건강상태, 사회활동, 주거환경만족

도, 삶의 만족도, ADL, IADL, 인지적 건강, 만성질환수 등

<표 5-4>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평가요소 추가 제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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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연구의 의의와 한계점

  본 연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성과 평가를 비공식 돌봄을 받는 노인

과 공식 돌봄을 받는 노인 간 비교를 통해 분석했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들과

의 차별성을 지닌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먼저 2017년 한해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한 횡단연구라는 한계점이 있

다. 좀 더 명확한 정책 효과 분석을 위해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 이전과 

수급 이후를 분석하는 종단 연구를 통한 분석이 필요하다. 

  둘째, 분석 사례 수의 한계이다. 2017 노인실태조사 데이터의 한계에 따른 

결과이나 공식 돌봄을 받은 노인 141 사례, 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수급자 86 

사례를 통한 분석 결과는 일반화하는데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연구

결과 및 함의를 정책에 접목하는데 있어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노인 삶의 질을 심리건강, 신체건강, 사회관계, 생활환

경, 삶의 만족도 등 기존 연구에서 발견된 삶의 질의 하위요소를 최대한 포괄

적으로 다루고자 하였다. 그러나 HRQOL, EQOL 등 노인 삶의 질 국제 척도와

의 연계성이 떨어져 국내 및 국외 연구 결과 비교에 제한적이다. 향후 연구에

서는 국내 및 국외적으로 대표성 있는 삶의 질 척도를 활용한 연구가 이루어

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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