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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의� 목적� 및� 방법

1. 연구 배경 및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급변하고 있는 고령노인 인구에 대한 노인 돌봄을 위해 
양천구의 어르신 돌봄과 관련한 지역적 인프라 현황을 분석하고 돌봄의 
당사자 및 관계자의 경험을 조사하여 양천구 맞춤형 어르신 돌봄 정책 
방안을 수립하는 기초 자료로서 활용하고자 함에 있다. 급속한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한 가족 구조의 변화는 어르신의 돌봄 수요와 기간을 증가
시켰다. 우리나라는 2026년에는 고령화율이 20%를 넘어서는 초고령 사회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노인 인구의 증가로 인하여 치매환자만 100만 명이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노인 의료비 및 요양 비용 또한 절대적으로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6년 노인진료비가 25조원, 노인의료 급여비가 
3.1조원, 치매관리 비용이 13.6조원이 지출되었으며, 2025년에는 노인 
진료비가 58조원, 노인 의료급여비가 5.7조원, 치매 관리비용이 34.3조원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이는 지역적 차원의 어르신 돌봄 패러다임의 확립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어르신 돌봄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과제는 기존의 
시설 중심에서 지역사회 중심의 지원정책으로 확장되어야 하는 시점에서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노화는 인간에게 경제적 욕구 중심에서 비경제적 욕구와 보건, 의료, 
복지의 다변적인 서비스의 융합에 의한 해결방안을 필요로 한다. 우리 
사회는 노인 돌봄을 가족 내에서 수행할 수 있었던 과거의 상황에서 이
제 가족이 아닌 사회가 대응하지 않으면 안되는 사회적 구조로 변화해 
가고 있다. 대부분의 노인들은 평소 본인이 살던 곳에서 죽기를 희망하
고 있는 반면(17. 노인 실태조사) 지역사회의 불충분한 서비스로 시급하
게 커뮤니티 케어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기존에 병원
과 시설을 중심으로 구축된 의료복지체계를 지역케어 시스템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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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변화에 따라 중앙정부는 현재 시행 중인 커뮤니티케어 선도모델을 
2025년까지 종료하고, 2026년부터 전국적으로 커뮤니티케어 사업을 전개
하며 서울특별시 역시 2021년까지 25개 자치구 424개 전 동에 돌봄SOS
센터 확충을 목표로 동주민센터 내 ‘돌봄SOS센터’ 설치를 추진 중에 있다. 
복지와 보건 돌봄서비스의 통합적 연계를 목표로 추진되는 돌봄SOS센터
에서는 긴급돌봄 및 일상편의서비스 등 8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며, 노인 
돌봄도 그 큰 축에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양천구 어르신 돌봄에 대한 전체적인 분석을 토대로 
서울시 ‘돌봄SOS센터’ 추진과 발맞춰 어르신들의 삶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방법

1) 문헌 연구

 선행연구 및 양천구에서 작성•발간된 자료와 서울시에서 발간된 자료를 
중심으로 문헌 연구를 진행하였다. 

 양천구 어르신 돌봄 현황은 「‘20년 양천구 SOS돌봄센터 사업 계획서
(2019)」 자료를 통해 분석하였으며, 지역주민의 욕구에 대한 좀 더 세부적인 
실태는 「제4기 양천구 지역사회보장계획보고서(2018)」 원자료를 분석하였다. 

2) 심층면접 및 FGI 

 현실적인 어르신 돌봄 지원방안 모색을 위하여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고, 어르신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FGI를 실시해 어르신 돌봄에 대한 수요와 공급의 
가치가 중첩되고 경합되는 영역을 조사하고자 하였다. 

<표 1> 심층 면접 및 FGI 참여자 현황

구분 사례 수

돌봄 서비스 필요자 심층면접
배우자 돌봄 2인 

당사자 6인
돌봄 서비스 제공자 FGI 사회복지사, 방문간호사 등 12개 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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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의 한계

 본 조사연구는 양천구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양적 조사를 실시하여 노인
부양에 대한 욕구를 파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양천구에서 작성 발간된 
2차 자료를 중심으로 검토함으로 인하여 오류가 있을 수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양천구의 관계자에 대한 FGI를 진행하였지만, FGI 실시에 
있어서 인터뷰 거절로 인하여 대상자 추출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 또한 
양천구를 특정하여 조사를 진행함으로 인해 이 내용을 전국적으로 확대
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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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Aging in Place

 에이징 인 플레이스(Aging in Place)는 ‘자신이 살던 장소에서 계속해서 
늙어가기를 원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자신이 살아왔던 지역에서 
오랫동안 관계를 맺어온 친구, 이웃주민들과 고령에 따라서 그 관계를 
단절하지 않고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
으로서, 시설복지와 입원이 아니라 지역사회 속에서의 지원을 강조하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1) 고령화와 에이징 인 플레이스

 UN의 제 1조 22조 권고안에 따르면 “노인의 생활환경은 중앙정부, 지방
정부, 민간단체의 지원하에 고령자가 익숙한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라고 하며 에이징 인 플레이스를 위해 정책적으로 
권장하고 있다. 공공임대아파트의 경우 지속적으로 거주하기를 희망하는 
비율(88%)이 일반임대아파트 비율(66%)보다 높았다(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Affairs, 2011). 

 이와 같이, 고령화에 따른 에이징 인 플레이스가 가능하도록 노인공간을 
계획하는 것은 노인정책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2) 지역사회와 연계한 에이징 인 플레이스

 노인증가에 따른 여러 문제는 개인적·가족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 대두 되고 있다(Wilensky & Lebeaux, 1966). Schults가 말한 
“실존적 토대”를 기반으로 거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과거와 연속적인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며, 지역사회와의 교류를 통해 자신의 상대적인 
위치를 확인하는 것 등이 요구된다. 에이징인 플레이스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시설이라는 물리적 공간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주간보호, 단기보호부터 
노인성질환에 따른 만성적인 질환까지 계속적으로 한 지역에서 서비스가 
제공되는 연속적인 간호(continuum care)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Yuki,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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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경우도 급속히 증가하는 고령자를 위한 시설정비가 ‘골드플랜 21’ 
등에 의해 추진 되었으나 급격한 노인인구의 증가로 노인시설을 건립하는데 
지가의 상승과 재정 확보의 어려움으로 대도시에서는 시설용지의 확보가 
어려워 양적인 확충이 늦어지고 있고(Yuki, 2003), 학교시설과 복합화 
하기도 한다. 또한, 고령화에 따라 실버타운, 고령자 주거시설 등을 계획해
왔으나 시설보호의 한계로 탈시설화에 대한 움직임이 일어나고 지역사회에서 
고립되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Jo & Park, 2005). 이와 같이 고령자 
복지의 중심이 물리적 제공으로만 끝나는 ‘시설복지(institutional care)’
에서 탈피하여 고령자가 지역 내에서 계속 살아가면서 케어를 받을 수 
있는 ‘재택복지(in-homecare service)’를 통하여 에이징 인 플레이스를 형성
할 수 있도록 고려되어야 한다.

<그림 1> 노인복지를 위한 에이징 인 플레이스

2. QOL과 자기실현

(1) QOL과 자기실현이란

 QOL(Quality of Life)은 사회복지의 이념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념 중의 
하나이다. 그렇기 때문에 QOL의 정확한 이해는 사회복지의 이념에 근거한 
지원을 함에 있어서 첫 번째 조건이기도 하다. QOL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와 
관련 분야의 연구자들에 의해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여러 가지 성과가 
발표되고 있다. 또 의료에 있어서 QOL, 장애인의 QOL, 고령자의 QOL 등 
여러 영역의 QOL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김상균 등은 삶의 질이란 개념은 시대와 공간에 구애받지 않는 절대적 
개념이라기 보다는 한 사회의 경제·사회의 발전 수준과 사회구성원들의 
가치관과 관습에 따라 변화할 수 있는 상대적 개념이라고 할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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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삶의 질의 개념을 정의 내리기 위해서는 사회 성원들을 둘러싼 
환경적 요소들의 변화에 대하여 개인과 사회가 어떻게 느끼고 판단하는가를 
상대적인 관점에서 확인하고 평가하여야 하며, 따라서 이러한 평가와 정의는 
일반적으로 주관적이고 규범적인 성격을 띠게 된다고 정의하고 있다(김상균, 
1996).

 또한 다른 보고서에서는 김상균은 삶의 질은 사회적 조건 및 제도와 사회
성원간에 일어나는 상호 작용의 결과를 반영하는 것으로서 개인의 삶을 
가치 있고 윤기 있게 만들어 주는 총량으로서의 만족감이기 때문에 인간의 
행위와 사고가 작용하는 모든 영역에 관련되는 개념이다. 이는 사회적 
조건과 제도가 개인의 복지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객관적 상황이나 물질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으며, 또한 사회적 조건 속에서 존재하는 사회구성원이 
제도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느끼는 성취감, 애정과 친밀감, 자유와 
자율 등과 같은 주관적이고 심리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고 정의하였다.

 Renwick(1994)은 개인이 어느 정도 유의한 생활과 인생을 지내어 왔는가를 
그 개인이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QOL을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QOL은 개인과 그 환경과의 상호작용의 결과로 성립하는 것이며,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또 QOL은 다음에 기술하는 것처럼 여러 측면이 개인에게 향상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각각의 측면이 밀접하게 관련하면서 높여 가는 것
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는 QOl이 높다고 느끼고 있는 개인은 
자기실현을 위해 충실한 생활을 영위하면서 유의미한 인생을 보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된다.

(2) 개인 수준의 QOL

 개인 수준의 QOL을 살펴보면, 개인에 초점을 맞추어 생각할 경우, 그 
개인의 신체적 측면, 심리적 측면, 정신적 측면의 세 영역의 측면에서 
QOL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신체적 측면의 QOL에는 신체적 기능과 영양 상태 등의 신체적인 건강에 
관한 것, 위생상태 등에 관한 것,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일상생활동작
(청소, 세탁, 착의, 요리) 등에 관한 것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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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리적 측면의 QOL에는 개인의 감정 상태, 인지 능력, 평가능력, 적응
능력, 자기평가능력, 자기 컨트롤 능력, 자존심 등을 들 수 있다.

 정신적 측면의 QOL에는 개인의 가치관, 일상생활에 관한 생각, 인생에 
대한 생각, 종교관, 일상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3) 개인-환경관계에서 바라본 QOL

 개인-환경관계에서 바라본 QOL에서는 개인과 환경(가족, 이웃, 지역, 일 
하는 곳)과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맞추어서, QOL을 살펴 본다. 개인-환경
관계에서 QOL을 볼 경우, 물리적 측면, 사회적 측면, 지역적 측면의 세 
영역에서 QOL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림 2> 개인수준의 QOL과 개인-환경관계에서 바라본 QOL

 물리적 측면에서의 QOL은 개인이 물리적 환경(주거, 작업장, 이웃의 자연 
환경 등)에 대해서 가지는 감정 등을 생각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자신의 
주거에 어떠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혹은 그 주거에서 안정과 프라이버시가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가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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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측면의 QOL은 인적 자원(가족, 이웃, 친구 등)과의 관계에 대한 
개인의 생각과 감정으로부터 생각해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개인이 가족과 
어떠한 관계를 과거에 가지고 있었는지, 그리고 현재 어떠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가 등을 파악하는 것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지역적 측면의 QOL은 지역에 있어서 사회자원의 활용에 대한 개인의 
생각과 감정으로 파악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개인이 능숙하게 활용할 수 
있는 사회자원은 지역에 어느 정도 존재하고 있는지, 혹은 사회자원을 
훌륭하게 활용하기 위한 정보를 그 개인이 어느 정도 쉽게 얻을 수 있는가 
등이다. 지역에 있어서 사회자원과 정보의 적극적인 활용은 개인과 지역과의 
좋은 관계를 제시하는 것이며, 개인과 환경과의 상호작용에서 바라본 QOL 
파악을 위한 불가결한 측면이다.

3. 커뮤니티 케어

(1) 커뮤니티 케어란

 커뮤니티 케어(community care)는 영국에서 처음 출발한 용어로서 1950
년대 영국의 정신보건의 분야에서 community care라는 단어가 사용되기 
시작한 것이 최초라고 한다.

 영국에서는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과 정신장애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시설이 만들어져 있었다. 그 시설의 폐해가 문제가 되고, 또 동시에 
새롭게 개발된 약으로 그 시설 수용자 중에 퇴원 가능한 사람들도 나타나게 
되었다. 반드시 입원치료가 필요하게 된 것은 아니었다. 이러한 움직임을 
배경으로 1957년 왕립위원회 보고서에서 시설케어에서 지역케어로라는 
방향이 제시되었다. 나아가 1962년에 제시된 퇴원계획에서 대규모 정신
병원의 폐쇄가 추진되고, 지방자치단체가 자택과 생활시설에서 생활을 
보내는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충실하게 하도록 하였다.

 즉 이 community care라는 단어는 정신장애인의 장기케어의 방향과 
깊은 관련을 가지고 등장해 왔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가진 커뮤니티 케어는 고령, 정신장애인, 심신 
장애인 등에게 일어나는 어떠한 생활 장애에도 불구하고, 자택이나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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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에서 가정과 가까운 환경 속에서 가능한한 자립한 통상의 생활을 보장
하는 서비스와 지원의 총칭이라고 할 수 있다.

 커뮤니티케어는 역사적 전개에서 커뮤니티케어를 본다면, ①자택개방의 
시대에서, ②지역 배제 장소로서의 시설복지의 시대를 거쳐, ③지역 안에서 
생활을 보장하는 지역 속에서 커뮤니티케어(Community Care in the 
Community)에서 ④지역에 의한 커뮤니티케어(Community Care by the 
Community)로 발전해온 개념을 가지고 있다. 이 네 번째 단계인 커뮤
니티에 의한 커뮤니티케어란 지역에 있어서 전문적인 재택케어서비스의 
제공만이 아니라, 일상생활권에 있어서 이웃주민과 자원봉사자 등의 사회
생활상의 관련과 지원을 중시한 소시얼서포트 네트워크를 포함한 것이다.

(2) 일본의 커뮤니티케어의 특징

 일본은 2009년 개호보험법 개정을 통해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이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지방분권을바탕으로 지역사회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여기서 
지역포괄케어는 지역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여, 의료, 복지서비스를 제공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012년 개정을 통해 지역지원 사업으로 간병예방, 일상생활 지원종합사업이 
창설되었으며, 종합적인 보건·복지서비스를 지자체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지역지원 사업은 이미 2006년부터 시작되었으며, 
단순한 일상생활 지원을 중심으로 예방차원의 사회서비스를 지역에서 제공
하고 있었다. 2011년 개정에서는 개호예방·일상생활지원을 연계한 통합
서비스가 확대되어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은 고령자가 가능한 한 스스로 익숙하게 살아왔던 
지역에서 마지막까지 살 수 있도록 하는 Aging in Place를 지원하기 위하여 각 
고령자의 건강, 생활상의 변화, 욕구에 대응 가능한 다양한 범위의 간병, 
의료서비스를 지역 내에서 포괄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느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즉 주거, 생활지원·복지서비스, 의료·간호, 개호·재활, 보건·예방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통합지원체계를 의미하는 것이다(김윤영 외, 2018).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은 지역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이며, 주민 
등 민간의 역할에 있어 개호보험 대상자와의 교류자, 방문 등 간병 서비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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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자, 상담자 등으로 연계하여 설정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자치회, 
주민조직, 자원봉사, NPO 등을 케어매니지먼트를 담당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이들에게 방범, 케어가 필요한 대상자 발견 및 서비스 연계, 방문 상담 
등의 활동을 지원한다.

 지역포괄케어시스템과 관련된 주체로는 지역포괄지원센터, 지역의료자원, 
지역주민조직 등이 있다. 먼저 지역포괄지원센터는 주민의 심신의 건강
유지 및 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보건·복지
서비스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지역포괄지원센터는 사회적 돌봄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핵심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개호예방 케어 
매니지먼트, 종합상담 및 지원, 권리옹호사업 등 지속적인 케어매니지먼트를 
지원하는 기관이라 할 수 있다.

 일본의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의 토대를 구축한 지역포괄케어연구회보고서
에서는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의 5가지 구성요소로서는 ① 주거와 주거방법, 
② 생활지원, ③ 케어, ④ 의료, ⑤ 예방을 제시하고, 그리고 구성요소는 
아니지만, 본인과 가족의 선택과 마음준비도 필요하다고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 주거와 주거방법을 지역에서의 생활의 기반을 이루는 화분으로 
본다면, 각각의 주거에서 생활을 구축하기 위한 생활지원복지서비스는 
자양분을 품은 토양으로 생각할 수 있다. 생활(생활지원·복지서비스)이라는 
흙이 없는 곳에 전문직이 제공하는 케어와 의료 예방을 이식하여도 말라 
죽을 것이다.

� ①� 주거와� 주거방법

 지역포괄케어시스템에서는 생활의 기반으로서 필요한 주거가 갖추어지고, 
그 가운데에서 고령자 본인의 희망에 맞는 주거 방법이 확보되는 것이 
전제가 된다. 여기서 말하는 주거는 고령자의 프라이버시와 존엄이 충분
하게 지켜질 수 있는 주환경을 의미하고 있으며, 이것이 재택 생활을 계속 
하는 데에 있어서 토대가 된다.

� ②� 생활지원

 주거가 확보된다면, 주거 안에 생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심신의 
기능의 저하와 경제적인 이유, 혹은 가족관계의 변화 등에 의해 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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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생활을 유지할 수 없게 되거나, 존엄을 지킬 수 없게 된 경우는 그 
생활을 지원하는 생활지원이 이루어진다. 생활 지원 안에는 식사의 준비 등 
서비스화(외부시장화)할 수 있는 지원도 있다면, 이웃주민의 안부와 돌봄 등 
서비스화 되어져 있지 않지만, 실제로 지역사회 속에서 제공되고 있는 
인포멀 지원까지 폭 넓은 것이 존재하고 그 담당자도 다양하다.

� ③� 케어·의료·예방

 「주거」와 「생활지원·복지서비스」에 의해, 재택생활이 확보된다면, 개개인이 
가진 과제에 맞추어서 「개호·재활」, 「의료·간호」, 「보건·예방」이 전문직에 
의해 제공된다. 지역포괄케어시스템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매니지먼트에 
근거하여 필요에 따라 생활지원과 일체적으로 제공된다. 특히 의료와 개호에 
있어서는 재택의료를 실시하는 의료기관과 방문간호스테이션, 케어매니져와 
지역포괄지원센터 등이 협동해서 지역포괄케어에 있어서 의료와 개호의 
연계를 추진하게 된다.

자료: 地域包括ケア研究会(2013).地域包括ケアシステムの構築における今後の検討のための論点.

<그림 3> 일본의 지역포괄케어시스템 구축을 위한 다섯 가지의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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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건복지부의 커뮤니티케어 추진방향

 보건복지부는 2018년 3월,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Care) 체제를 종래의 시설보호(Institution care) 중심에서 커뮤니티 보호
(Community care) 중심으로 전환한다고 하면서 커뮤니티 케어를 “돌봄을 
필요로 하는 주민이 자택이나 지역 홈 등 지역 사회에 거주하면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복지급여와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 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가며 
자아실현과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사회서비스체계”라고 정의했다.

 그리고 커뮤니티케어의 추진 방향으로 ① 당사자의 인권과 삶의 질 ② 
지방분권과 책임성 강화 ③ 포용적 복지의 지속 가능성 확보와 일자리 
창출 ④ 지역 사회연결망 복원 등을 제시했다. 

 또 커뮤니티케어의 핵심과제로 ① 돌봄·복지 등 사회서비스 확충 ② 지역
사회 중심 건강관리체계 강화 ③ 돌봄이 필요한 사람의 지역사회 정착지원 
④ 병원·시설의 합리적 이용 유도 ⑤ 지역사회 커뮤니티케어 인프라 강화 
및 책임성 제고 등을 제시했다.(최항순,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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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조사� 결과

1. 노인 돌봄 실태 및 지원정책 현황

1) 노인돌봄 실태 현황 분석

 2017년도 노인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우리나라 노인들의 돌봄실태를 살펴
보면, 신체적 기능 저하자 중 71.4%가 수발을 받고 있고, 이중 89.4%가 
가족(동거 도는 비동거 가족)으로부터 수발을 받고 있으며, 69.0%는 동거
가족원, 36.2%는 비동거 가족원으로부터 수발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또한 수발을 받고 있는 노인 중 장기요양보험서비스 급여를 이용
하는 경우가 19.0%, 노인돌봄서비스가 4.2%로 나타났다.

 가족 등에 의해 보호를 받는 노인의 도움 충분성은 응답자의 85.8%는 보통 
이상으로 응답하였으며, 14.3%는 부족하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연령이 
높을수록, 무배우 노인, 독거노인의 경우 도움의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

 가족을 비롯하여 친척·이웃 등의 비공식 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 도움 
내용별 빈도를 살펴보면, <표>와 같이, 청소·빨래·시장보기에서 도움을 
받는 비율은 76.%이며, 외출동행은 57.4%, 식사준비는 62.0%, 목욕 등 
신체기능유지는 30.0%가 가족 등의 비공식 수발자에 의한 도움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빨래·시장보기는 거의 매일의 비중이 38.1%로 가장 높으며, 주 2~3회가 
17.5%, 일주일 1회가 13.2%이다. 외출동행은 월 1회 이하가 24.6%이며, 
격주가 9.5%, 주 1회가 11.9%로 대부분이 주 1회 이하의 도움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사준비는 거의 매일의 비중이 45.5%로 높으며, 신체
기능유지는 주 1회 이상이 23.5%로 나타났다. 가족 등의 비공식 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 도움 내용별로 빈도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식사나 목욕 등 
기능유지 지원을 받는 경우 상당히 일상적인 활동이므로 거의 매일 ~ 주1회 
이상의 비율이 높으며, 청소 등의 가사 활동 또한 주 1회 이상이 일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에 비해 외출 동행의 경우는 빈도가 크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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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노인(65세 이상)의 일반 특성별, 가족, 친척, 이웃 등 비공식 수발자의 도움 빈도

(단위:%, 명)

자료: 2017년도 노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

 가족 등의 비공식보호 제공자와 노인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배우자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청소 등의 가사업무, 외출동행, 식사준비, 
목욕 등 신체활동 모두 배우자에 의한 보호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가사, 식사, 신체기능 유지지원에서 딸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다만 외출동행에서는 배우자, 장남, 딸, 차남이하의 순ㅇ로 나타
나고 있다. 과거 장남을 중심으로 한 며느리의 보호는 모든 지원에서 딸
보다 낮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며느리가 비교적 높게 나타나는 
것은 가사와 식사 준비에서 각각 12.3%와 13.8%였다.

<표 3> 노인(65세 이상)의 일반 특성별, 가족, 친척, 이웃 등 비공식 수발자의 도움 제공자

(단위:%, 명)

자료: 2017년도 노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

특성
도움받지 

않음
거의 
매일

주2~3
회

1주 
1회

격주 
1회

월 1회 
이하

계

청소, 빨래, 시장보기 23.5 38.1 17.5 13.2 4.1 3.6 100.0

외출동행 42.6 5.9 5.5 11.9 9.5 24.6 100.0

식사준비 38.0 45.4 6.4 5.3 2.9 1.9 100.0

목욕 등 신체기능 
유지지원

70.0 5.6 6.9 11.0 3.8 2.7 100.0

특성 배우자 장남
장남

배우자

차남

이하

차남이하

배우자
딸 친인척

이웃

친구
기타 계

청소, 빨래, 

시장보기
40.1 9.7 12.3 5.6 4.2 23.1 3.6 1.2 0.2 100.0

외출동행 27.9 23.1 5.1 13.5 1.4 23.0 3.3 2.5 0.4 100.0

식사준비 43.7 5.6 13.8 3.8 4.0 23.9 3.7 1.0 0.4 100.0

목욕 등 

신체기능유지지원
40.2 8.3 10.3 2.1 3.7 30.6 4.1 0.8 -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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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되어 약 10년이 넘게 운영되고 있으며, 
노인 중 돌봄을 필요로 하는 경우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이 계속적으로 증가
하고 있다. 실태조사의 응답자 중 장기요양 신청률은 4.6%이며, 이중 등급은 
3등급과 4등급이 30.0%로 가장 높고, 5등급 (치매특별등급), 2등급, 1등급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노인장기요양 보험통계에 의하면 2017년 65세 이상 
신청자는 645,390명으로 노인인구 대비 약 9.3%로 나타났다.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사람 중 서비스별 이용률을 살펴보면, 방문요양이 
57.8%로 가장 많으며, 방문간호 4.8%, 방문목욕 8.4%, 주야간5.0%, 요양
시설 8.0%, 복지용구 27.5%로 조사되었다.

 성별로는 남자 노인보다 여자 노인이 방문요양 이용률이 높으며, 남자
노인은 여자노인에 비해 주야간 이용률이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연령이 높을수록 방문요양 이용률이 높으며, 상대적으로 연령이 
낮은 경우 주간보호의 이용률이 높게 나타났다.

 노인 중 장기요양보험 등급을 신청하지 않는 이유는 75.3%가 건강이 
양호해서가 가장 높으며, 제도를 알지 못해서가 7.2%, 등급을 받지 못할 것 
같아서 9.5%, 타인의 도움을 희망하지 않는 비율이 6.1% 등으로 나타났다. 
80세 이상, 노인독거가구, 무학노인 집단인 경우 제도에 대해 알지 못하는 
경우가 약 10% 내외로 조사되었다.

2) 노인돌봄 지원정책 현황 분석

 노인돌봄과 관련한 중앙정부의 주요 시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 
볼 수 있다. 하나는 장기요양 대상자들을 위한 장기요양보험 관련 정책과 
기초수급자 및 저소득층의 노인 중에 도움이 필요한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이다.

 여기서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 � (1)� 중앙정부의� 노인돌봄� 지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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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추진배경

 보건복지부는 돌봄이 필요한 고령·독거노인이 급속하게 증가, 가족돌봄의 
약화, 노인의 사회적 관계망 악화로 돌봄의 사회화가 요구되고, 건강한 
노화, 지역사회 거주, 장기요양·요양병원 등 고비용 돌봄 진입 예방을 위한 
예방적 돌봄 강화의 필요성에 따라 그간 지자체 보조사업으로 수행해 왔던 
노인돌봄사업을 개편하기 위해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2020년부터 추진
하고자 하고 있다.

   (나) 목적

 이 사업은 욕구 중심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및 서비스 다양화와 민간복지
전달체계의 공공성·책임성 강화를 추진 방향으로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노인에게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 
노인의 기능·건강 유지 및 악화 예방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다) 서비스 대상

 서비스 대상은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
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 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사업의 대상자는 중점 돌봄군과 일반 돌봄군으로 나눌 수 
있는데, 중점 돌봄군은 신체적인 기능제한으로 일상생활지원 필요가 큰 
대상이며, 이들에게는 월 16시간 이상 40시간 미만의 직접서비스 제공, 
주기적인 가사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일반 돌봄군은 사회적인 관계 단절 및 
일상생활의 어려움으로 돌봄 필요가 있는 대상으로, 월 16시간 미만의 
직접서비스 제공, 특수한 상황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가사지원서비스를 
한시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라) 서비스 내용

 서비스 내용은 <표 4>와 같이 방문형, 통원형 등의 직접 서비스 및 연계 
서비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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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내용

자료: 2020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안내, 보건복지부.

구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직접서비스

(방문·통원 등)

※4개 분야

안전지원

▶방문 안전지원

-안전·안부확인

-생활안전점검(안전관리점검,위생관리점검)

-정보제공

 (사회·재난 안전, 보건·복지 정보제공)

-말벗(정서지원)

▶전화 안전지원

-안전·안부확인

-정보제공

 (사회·재난 안전, 보건·복지 정보제공)

-말벗(정서지원)

▶ICT 안전지원

-ICT데이터 확인·점검

-유사 시 방문 확인

-유사 시 전화 확인

사회참여

▶사회관계 향상 

프로그램

-문화여가활동

-평생교육활동

-체험여행활동

▶자조모임 -자조모임

생활교육

▶신체건강분야

-영양교육

-보건교육

-건강운동교육

▶정신건강분야
-우울예방 프로그램

-인지활동 프로그램

일상생활 

지원

▶이동·활동지원 -외출동행지원

▶가사지원
-식사관리

-청소관리

연계 서비스

(민간 후원자원)

※지역사회 자원 연계는 

읍·면·동에서 우선 실시

▶생활지원연계

-생활용품지원

-식료품지원

-후원금지원

▶주거개선연계
-주거위생개선지원

-주거환경개선지원

▶건강지원연계
-의료연계지원

-건강보조지원

▶기타서비스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서비스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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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2020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안내, 보건복지부.

<그림 4>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추진체계

 서비스는 시·군·구에서 지역 내 노인인구, 접근성 등을 고려, 권역을 설정
하여, 직영 또는 수행 기관 선정·위탁 방식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 � (2)� 서울시의� 노인돌봄� 지원정책

 서울시에서도 고령화와 가족 기능의 약화로 인하여 돌봄이 필요한 노인이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지역사회의 돌봄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돌봄
SOS센터’ 설치를 추진하여 이 문제에 대한 대응을 해 나가고자 하고 있다.  
 여기서는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돌봄SOS센터」 추진 기본계획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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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19년「돌봄SOS센터」 사업추진계획(2019.06), 서울시.

<그림 5> 서울시돌봄SOS센터 사업 추진방향

   (가) 추진배경

 서울시도 고령화 및 가족구조의 변화 등으로 다양한 돌봄 서비스에 대한 
수요증가가 증가하고 있는데, 65세 인구는 139만명(2018년 현재)으로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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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의 14.2%를 차지하며, 사회·경제적인 차원의 복합적인 문제에 직면한 
홀몸 어르신가구의 지속적인 증가가 나타나고 있으며, 공급자 중심의 분절
적인 돌봄 서비스 전달체계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파편적으로 제공되는 각종 돌봄 서비스로 인해 이용자의 다양한 
욕구 충족에 한계를 보이고, 지역 내 복지 공동체 구축 및 사회적 경제 
활성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찾동 시행에 따라 동(마을)중심의 관계망 
회복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나) 추진방향

 서울시는 시민의 돌봄부담 제로인 도시 서울 구현을 비전으로 제시하면서 
21년까지 25개 자치구 424개 전 동에 돌봄SOS센터 확충을 목표로 하고 
있다.

 중점 추진과제로 동단위 돌봄SOS센터 설치 및 찾아가는 돌봄매니저 배치, 
주민중심 맞춤형 원스톱 복지·보건 통합돌봄서비스 제공, 우리동네 나눔
반장 사업 통해 민·관 협업 주민주도 돌봄공동체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다) 세부 추진계획

① 동단위 「돌봄SOS센터」 설치로 돌봄 사각지대를 위한 돌봄 혁신

자료: 「돌봄SOS센터」추진 기본계획(2018.10), 서울시.

<그림 6> 돌봄SOS센터 추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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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봄을 필요로 하는 주민 개인의 책임이 아닌 공공이 적극 개입하여 신청
에서 사후관리까지 책임 있게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각 돌봄 서비스 제공
기관에 시민이 개별 연락해 돌봄 서비스 신청하는 것을 돌봄SOS센터에서 
서비스 신청·접수, 서비스 제공기관 의뢰 및 사후 관리하는 형태로 변화
하고자 하고 있다.

 「돌봄SOS센터」 운영체계로는 별도의 팀 구성이나 센터 신설 없이 찾동 
복지2팀 내 구성하는 것으로 한다.

자료: 「돌봄SOS센터」추진 기본계획(2018.10), 서울시.

<그림 7> 돌봄SOS센터 운영체계

② 돌봄 서비스 공급확대를 위해 다양한 돌봄 서비스 직접 제공

 긴급하게 돌봄 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공공이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고, 돌봄 욕구를 가진 대상자에 대한 돌봄 매니저의 욕구 판정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시행하며, 기존 분야별 서비스 제공기관, 사회 서비스원, 
사회적 기업 등을 통해 돌봄 서비스 공급을 확대하고, 8대 돌봄서비스
(돌봄이 필요한 시민을 대상으로 일시재가서비스, 단기시설서비스, 이동
지원서비스, 주거편의서비스, 식사지원서비스, 안부확인서비스, 건강지원
서비스, 정보상담 서비스를 제공)를 제공하고자 한다.

서비스 구분 서비스 내용 제공기관 운영 수가

일시재가
서비스

 - 돌봄대상자 가정 방문, 
   당사자 수발

 사회서비스원, 
 장기방문요양기관

3시간 46,130원
연간 최대 60시간

단기시설
서비스

 - 단기간 시설 입소
 단기보호시설(든든케어), 

 장기요양기관
1일 55,710원

연간 최대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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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지원
서비스

 - 필수적인 외출 활동 
   지원  사회적기업, 지역자활센터, 

 자원봉사단체, 
일자리사업단

 (※ ｢우리동네 나눔반장｣ 
    사업단 구축)

60분 14,000원
연간 최대 36시간

주거편의
서비스

 - 가정 내 시설에 대한 
   간단한 수리, 보수

60분 14,000원
연간 최대 8시간

식사지원
서비스

 - 기본적 식생활 유지를
   위한  식사배달

1식 7,200원
연간 최대 30식

안부확인
서비스

 - 건강상담, 검사, 투약,
   영양관리, 의료관리 등

 지역자활센터, 
 자원봉사단체, 사회적기업

지역 자원 활용

건강지원
서비스

 - 일상적 안부·야간 안전
   확인, 말벗 등 정서지원

  보건소 
 (｢건강돌봄서비스｣ 연계)

보건소 등 연계

정보상담
서비스

 - 돌봄 관련 기초적 정보
   제공, 문제 상담
 - 돌봄 관련 제도, 서비스,
   제공기관 정보 제공

 돌봄매니저 직접 제공 돌봄매니저 제공

자료: ’19년「돌봄SOS센터」 사업추진계획(2019.06), 서울시.

<그림 8> 8대 돌봄서비스

③ 돌봄SOS센터를 통한 복지·보건의 통합으로 맞춤형 서비스 제공

 보건복지의 통합서비스 연계를 위해 돌봄 전문인력(간호직 공무원)을 
배치하고, 돌봄SOS센터 간호사와 찾동 방문간호사와의 협력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자료: ’19년「돌봄SOS센터」 사업추진계획(2019.06), 서울시.

<그림 9> 복지·보건 통합 맞춤형 돌봄서비스 제공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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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양천구의 어르신 돌봄 실태 및 정책 수요

1) 양천구의 어르신 돌봄 실태

� � (1)� 어르신� 인구� 현황

 65세 이상 어르신 현황을 보면, 총 59,910명으로 고령화율 13%에 달해 
고령화 사회를 넘어 곧 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동별로 어르신 상황을 보면, 신정 3동이 6,309명으로 가장 많으며, 다음이 
신정 4동으로 5,427명으로 조사되었으며, 신월6동이 1,069명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5> 어르신(65세 이상) 현황 : 총 59,910명(13%)

(단위 : 명)

구  분 계 65-69세 70-74세 75-79세 80-84세 85-89세 90세이상

양천구 59,910 21,490 15,648 11,051 6,694 3,289 1,738
목1동 2,825 1042 747 513 283 158 82
목2동 3,697 1358 948 661 417 203 110
목3동 2,981 1066 772 529 345 181 88
목4동 2,987 977 865 559 343 165 78
목5동 3,895 1448 969 573 439 299 167

신월1동 3,726 1381 1011 706 381 158 89
신월2동 3,510 1325 976 621 328 173 87
신월3동 2,770 997 721 555 318 114 65
신월4동 2,875 1079 746 544 283 155 68
신월5동 2,151 760 596 422 223 100 50
신월6동 1,069 394 272 214 110 45 34
신월7동 3,991 1386 999 795 502 218 91
신정1동 2,462 839 641 430 304 150 98
신정2동 2,399 804 588 464 298 165 80
신정3동 6,309 2201 1649 1230 708 344 177
신정4동 5,427 1987 1502 1055 531 224 128
신정6동 2,408 963 568 345 280 163 89
신정7동 4,428 1483 1078 835 601 274 157

자료: 20년 「돌봄SOS센터」 사업 계획서, 양천구 내부자료. 

 홀몸 어르신의 현황을 살펴보면, 양천구에는 총 1,864명으로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신정 3동이 1,822명, 신월 1동이 1,417명으로 높게 조사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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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홀몸 어르신의 현황 : 총 13,864명(23.14%) 

(단위 : 명)

구  분 계
연령별 성별

수급자 저소득 일반
65-79세 80세이상 남 여

양천구 13,864 10,233 3,631 4,361 9,503 3,072 6,798 3,994

목1동 397 302 95 103 294 73 200 124

목2동 878 667 211 254 624 129 465 284

목3동 625 460 165 165 460 130 318 177

목4동 599 406 193 166 433 138 282 179

목5동 438 220 218 86 352 9 258 171

신월1동 1,417 1,068 349 481 936 361 668 388

신월2동 651 526 125 180 471 146 327 178

신월3동 1,224 954 270 457 767 272 605 347

신월4동 527 389 138 340 187 62 292 173

신월5동 433 344 89 138 295 107 207 119

신월6동 192 151 41 63 129 26 101 65

신월7동 1,024 740 284 298 726 154 565 305

신정1동 388 258 130 101 287 55 204 129

신정2동 674 460 214 148 526 171 322 181

신정3동 1,822 1,320 502 600 1,222 521 830 471

신정4동 1,202 977 225 431 771 253 585 364

신정6동 288 183 105 60 228 3 171 114

신정7동 1,085 808 277 290 795 462 399 224

자료: 20년 「돌봄SOS센터」 사업 계획서, 양천구 내부자료.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 계신 이용자의 현황을 살펴보면, 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자는 4,438명이며, 노일돌봄종합서비스 이용자는 208명, 재가
노인지원서비스 이용자는 116명으로 조사되었다.

<표 7> 돌봄서비스 이용자 현황

구   분 현황(명)

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자 4,438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이용자 (등급외 A,B) 208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이용자 (등급 탈락자) 116

자료: 20년 「돌봄SOS센터」 사업 계획서, 양천구 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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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어르신� 돌봄� 서비스� 인프라� 현황� 및� 사회적� 경제기업� 현황

 양천구는 구 본청을 중심으로 보건소, 구의회, 동주민센터 등 1의회 5국 
1소 1담당관 1기획실 32과 18동 193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양천구 공무원 정원 현황을 보면 총원 1,300명으로 일반 1,048명, 복지 
252명으로 서울시 자치구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양천구는 2017년 총인구가 275,018명이므로 공무원 1명당 약 365명의 
주민을 담당하고 서울시 자치구 평균 공무원 1인당 주민 수 297명인 것에 
비해 과중한 업무를 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재정규모 대비 인건비 운영비율을 살펴보면 총 예산에 대한 인건비 비율이 
19.7%로 서울시 자치구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 청 장

부구청장

감사담당관

혁신도시기획실

의회사무국 행정안전국 기획재정국 주민복지국 환경도시국 건설교통국 보건소

의정팀 총무과 기획예산과 복지정책과 녹색환경과 건설관리과 보건행정과

의사팀 주민협치과 일자리경제과 어르신장애인과 도시계획과 도로과 보건위생과

홍보팀 교육지원과 홍보전산과 여성가족과 주택과 치수과 지역보건과

안전재난과 재무과 출산보육과 건축과 교통행정과 의약과

문화체육과 징수과 청소행정과 공원녹지과 교통지도과

민원여권과 부과과 부동산정보과

조직개선추진단

<그림 10> 양천구 행정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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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양천구 공무원 정원 현황

(단위 : 명)

구분
공무원 정원 공무원 1인당 주민 수

재정규모 대비
인건비 운영비율

총원 일반 복지 주민수 공무원수 1인당 
주민수 총예산 인건비 비율

양천구 1,300 1,048 252 475,018 1,300 365 4,551억 897억 19.7%

서울 자치구 평균 1,317 1,045 272 397,225 1,317 297 4,348억 957억 22.6%

자료: 양천구청 홈페이지(www.yangcheon.go.kr)

 어르신 돌봄 서비스의 복지 인프라 현황을 살펴보면, 노인뿐만 아니라 
지역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종합사회복지관이 5개소, 노인 생활시설 
중에 노인복지주택이 4개소, 노인요양시설이 12개소,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 
12개소 설치가 되어져 있으며, 이용시설 중에 재가노인복지시설이 23개소, 
재가장기요양기관이 116개소, 노인복지관이 2개소, 노인복지센터가 2개소, 
경로당이 164개소, 노인교실이 24개소 노인회관이 1개소, 어르신 식사지원
시설이 10개소 설치가 되어져 있다.

<표 9> 어르신 돌봄 서비스 복지 인프라 현황

대상 구분 시설유형 개소수

총 계 375

지역주민
소 계 5

이용 종합사회복지관 5

노인

소 계 370

생활

주거 노인복지주택 4

의료
노인요양시설 12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12

이용

재가
재가노인복지시설 23

재가장기요양기관 116

여가

노인복지관 2

노인복지센터 2

경로당 164

노인교실 24

노인회관 1

어르신식사지원시설 10

자료: 20년 「돌봄SOS센터」 사업 계획서, 양천구 내부자료. 

http://www.yangcheon.go.kr


- 27 -

 사회적경제기업과 관련한 시설을 살펴보면, 사회적기업은 28개소, 협동
조합은 72개소, 마을기업은 1개소, 자활기업은 4개소, 자활사업단은 12
개소 설치가 되어져 있다.

<표 10> 사회적경제기업 등 관련 인프라 현황

합 계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자활사업단
계 사회적

협동조합
일반

협동조합

117 28 72 3 69 1 4 12

자료: 20년 「돌봄SOS센터」 사업 계획서, 양천구 내부자료. 

 양천구에서 제공되고 있는 커뮤니티 서비스에 대해 살펴보면,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지원사업, 독거노인 친구만들기사업, 독거노인 건강안전
관리 솔루션사업, 서울재가관시사 지원사업, 사랑의 안심폰 지원사업, 노인
돌봄 종합서비스사업, 어르신 돌봄기본 서비스사업, 노인 단기가사 서비스
사업, 어르신 사회활동 지원사업, 어르신 상담센터 운영사업, 노인의집 
운영사업, 노인요양시설 인권지킴이 사업, 어르신 사랑방 찾아가는 안전
교육 이수제 시행, 무더위심터 운영, 일상생활지원 서비스사업, 어르신이 
행복한 저녁사업, 어르신 행복드림사업단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표 11> 어르신 돌봄 커뮤니티 서비스 현황

사 업 명 사 업 개 요 추 진 사 항(2018년)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지원

- 기간 : 연중

- 대상 : 결식우려 어르신

- 시설 : 복지관 등 10개소

- 내용 : 경로식당, 식사배달, 밑반찬배달 지원

- 소요예산 : 1,439,131천원 

  (시비 994,366천원 / 구비 444,765천원)

- 경로식당 이용 :8,221명 

- 식사배달 지원 : 2,415명 

- 밑반찬배달 지원 : 2,507명 

독거노인 
친구만들기 

사업 

- 기간 : 2019.1월~12월

- 대상 : 고독사 및 자살위험이 높은 홀몸어르신

- 내용 : 그룹별 심리치료, 자조모임, 건강⋅여가

        프로그램 제공으로 사회관계복원 지원  

- 수행기관 : 신목종합사회복지관 

- 소요예산 : 50,000천원(국50/시25/구25)

 대상자 발굴 및 특성별 프로그램

 지원 

- 은둔형 : 5명  

- 활동제한형 : 7명

- 우울형 :19명 

독거노인
건강안전관리 
솔루션사업 
(스마트돌봄)

- 기간 : 연중

- 대상 : 사회적관계 및 안전⋅건강 취약 독거노인

- 내용 : 비접촉 무자각센서(온도⋅조도⋅습도⋅
        활동량) 활용 실시간 안전확인 

- 수행기관 : 양천어르신종합복지관

- 127가구 돌봄 중 

- 응급조치(병원이송) : 1명

- 사망 조기발견사례 : 1명 

- 서비스 연계 : 1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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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사 업 개 요 추 진 사 항(2018년)

서울재가
관리사 
지원 

- 기간 : 연중

- 수혜대상 : 저소득 거동불편 어르신 

- 활동인원 : 2명

- 활동내용 : 가사보조,말벗⋅상담,외출동행 등 

           생활서비스

- 소요예산 : 58,752천원(시비 100)

- 주2~3회 방문재가서비스 실시 

- 홀몸어르신 1,426회 방문 및 

  서비스 제공 

사랑의 
안심폰 

지원사업 

- 기간 : 연중

- 대상 : 노인돌봄기본대상자 중 안전취약 어르신 

- 내용 :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1인당 10명 내외 

        어르신 연계하여 화상통화 안부확인 

- 소요예산 : 18,354천원(시비 100)

- 안전확인 : 173명 9,692회 

 (생활관리사 29명, 어르신 173명 

  매칭)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사업

- 기준: 장기요양 등급 외 A,B 어르신 중 기준 

       중위소득 160%이하 자 

- 내용: 가사, 활동지원 등 지원(월27/36시간)

- 수혜자 : 월 229명  

- 서비스제공기관: 20개소

- 소요예산 : 719,600천원(국50/시25/구25)

- 누적 서비스 이용자 : 2,187명 

  (주 2~3회 방문서비스 제공)

어르신돌봄
기본서비스

사업

- 기간 : 연중

- 서비스대상 : 1,083명 

- 운영 : 양천어르신종합복지관

- 수행인력 : 생활관리사 47명, 관리자 3명

- 내용 : 안부전화, 방문, 맞춤사례관리 등

- 소요예산 : 807,388천원(국50/시25/구25)

  * 시비추가 : 45,960천원

- 방문 : 63,249회

- 안부전화 : 172,211회

- 기상특보 안전확인 : 65,171회

- 생활교육 : 5,350회

- 지역연계서비스 : 17,727명

- 주거환경개선 : 312명 

- 사례관리 : 773회

노인단기
가사

서비스사업

- 기간 : 연중

- 기준 : 골절 및 중증질환 수술을 받은 어르신 중

        기준 중위 소득 160%이하 자

        (독거노인, 75세이상 노인부부가구) 

- 내용: 가사, 활동지원 등 (월24/48시간)

- 수혜자 : 연 14명 

- 서비스제공기관: 20개소

- 소요예산 : 6,552천원(국50/시25/구25)

- 누적 서비스 이용자 : 25명

 (주 2~3회 방문재가서비스 제공)

어르신
사회활동
지원사업
(노노케어)

- 추진기간 : 1월~12월

- 사업내용 : 독거노인 및 부부노인가구 

           일상생활 및 정서지원 등 

- 수행기관 : 9개소 

- 모집인원 : 417명

- 소요예산 : 1,443,720천원 

- 수혜자 356명 주2~3회 방문

  (2018년)

- 2019년 417명 노노케어 제공 

어르신상담
센터 운영

- 개소 :2013.4.1

- 위치 :  신목로46 노인회관 1층

- 시설 : 사무실, 개별상담실, 집단상담실, 

        9988행복카페, 정보검색대 등 

- 운영기관 : 양천구 직영

- 운영인력 : 공무원 1, 전담인력 1

- 사업내용 : 1:1 전문상담, 맞춤형 방문상담 집단

           상담, 교육·인식개선 사업

- 소요예산 : 40,426천원 

- 6개 분야 전문상담 : 70건

  (전화 24건, 내방 56건)

- 9988행복지킴이 상담 : 602건

  (전화 255건, 방문 347건)

- 행복카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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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사 업 개 요 추 진 사 항(2018년)

노인의 집 
운영 

- 대상 : 무의탁 독거어르신

- 지원방법 : 소규모 주택 임차료 지원 

- 입소인원 : 6명(남 1, 여 5)

- 소요예산 : 140,449천원

           (시비 99,449천원/구비 41,000천원)

- 무의탁 독거어르신 6명 입소 

  이용 중 

노인요양
시설

인권지킴이 
사업 

확대추진 

- 사업기간 : 2019.3.~12월 

- 대상 : 전체 노인요양시설 25개소

- 활동인원 : 8명(2인 1팀)

- 활동내용 : 요양시설 시설장,종사자 등에 대한 

           인권 모니터링 및 인권상담 등

- 소요예산 : 5,770천원(구비 100)

- 활동장소 : 8개소 →25개소 확대

- 활동인원 : 4명(2인1조)

           →8명(2인1조)

- 방문횟수 : 분기별 1회→월1회

어르신
사랑방

‘찾아가는 
안전교육’

이수제 시행 

- 기간 : 2019.3 ~12월 

- 대상 : 어르신사랑방 156개소 5,200여명

- 내용 : 낙상사고 예방, 야외활동 안전수칙, 소화기

        사용법 등 찾아가는 맞춤식 안전교육

- 찾아가는 안전교육 프로그램 연계

- 재난안전 전문강사가 어르신사랑방

  방문교육

- 교육 완료 후 어르신사랑방에 

  ‘안전교육’이수증‘  게첨 

- 권역별, 이용자 수요조사 후 연차추진 

무더위쉼터 
운영

- 기간 : 2019.5월~9월

- 운영개소 : 182개소(연장쉼터 18개소)

- 운영시간 : 09:00~18:00

  ※ 폭염특보 발령시 21:00까지 연장운영 

     (주말, 휴일 포함)

- 무더위쉼터 냉방비 지원 

- 무더위쉼터 냉방기 교체 및 수리 

- 냉방기 청소 및 점검 

- 홍보물 제작 및 독거노인 냉방용품

  지원 

노인장기
요양보험 
제도 운영 

- 신청대상 : 65세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질병을 

  가진 자

- 관리운영주체 : 국민건강보험공단

- 장기요양급여 종류 :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 급여

- 등급판정 신청자 6,051명 중

 ⋅ 1등급~인지지원등급 판정 :

     4,263명

 ⋅ 등급외 판정 : 748명

 ⋅ 등급 탈락자 : 1,040명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 대 상 : 지역 내 거주하는 요보호 대상자

- 관리운영주체 : 신목종합사회복지관

- 사업내용 : 목욕, 이미용, 세탁, 장애인영양식 지원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

- 이용인원 : 168명

           (경제능력 제한 없음)

- 담당인원 : 1명(담당1)

어르신이
행복한 저녁

- 대 상 : 야간방임의 우려가 있는 65세 이상 독거

         어르신

- 관리운영주체 : 신목종합사회복지관

- 사업내용 : 독거어르신 자조모임 및 식사 등 

           친교 모임 운영

- 이용인원 : 6명 

  (수급자 3명, 일반,저소득 3명)

- 담당인원 : 1명 (담당1)

어르신
행복드림
사업단

- 대 상 : 양천구 신목종합사회복지관 인근에 거주

  하고 있으며, 거동불편 및 독거․노인부부․조손가구

  등 취약 어르신, 수급자 등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

- 관리운영주체 : 신목종합사회복지관

- 이용인원 : 28명(수급자 13명, 

  차상위 3명,  일반, 저소득 12명)

- 담당인원 : 2명 (담당1, 팀장1)

이동목욕
/방문목욕

- 사업내용 : 혼자서 목욕을 할수 없는 거동불편

  어르신에 대하여 목욕전용 특수차량을 이용한

  이동 방문목욕서비스제공

- 관리운영주체 : 신목종합사회복지관

- 이용인원 : 22명(수급자 :15명, 

  차상위 6명, 일반, 저소득 1명)

- 담당인원 : 3명

           (담당1, 요양보호사2명)

자료: 양천구 노인돌봄현황(2019.06) 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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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양천구의 어르신 돌봄 관련 정책 수요

� � (1)� 어르신� 돌봄� 관련� 지역주민� 욕구조사� 분석

 2018년 양천구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해 2018년 양천구에 거주하는 
603가구를 대상으로 1차 설문조사를 2018년 6월 4일 ~ 2018년 6월 8일
까지 실시하고, 2018년 6월 11일 ~ 2018년 6월 22일까지 2차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설문조사를 통해 나타난 지역주민들의 욕구 상태를 노인돌봄과 
관련한 내용을 중심으로 검토 분석해 보면 아래와 같다.

 지역주민들의 지역사회보장 영역별 진단결과 70대 이상은 성인돌봄(2.48), 
기초생활유지 및 사회관계(2.01), 건강(신체적)(2.64), 건강(정신적)(2.30), 
고용(2.60), 주거(2.68), 문화·여가(2.17), 환경(2.05)로 나타나 타 영역보다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특히 주거와 건강(신체적), 성인
돌봄에 대해서는 높은 욕구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2> 지역주민의 지역사회보장 영역별 진단결과

구분 아동 돌봄 성인 돌봄 기초생활유지 및 
사회관계 보호·안전 건강(신체적)

평균 2.01 2.17 1.87 1.44 1.85

연령별

20대 이하 1.60 1.29 1.93 1.49 1.56
30~40대 2.01 2.27 1.85 1.49 1.67
50~60대 2.26 1.93 1.84 1.41 1.98

70대 이상 1.00 2.48 2.01 1.22 2.64

권역별
A권역 1.75 2.09 1.89 1.46 1.88
B권역 2.22 2.39 1.87 1.44 1.84
C권역 2.22 1.87 1.85 1.42 1.85

구분 건강(정신적) 교육 고용 주거 문화·여가 환경

평균 1.60 1.64 2.10 2.24 1.86 2.33

연령별

20대 이하 1.39 1.57 1.84 1.93 1.44 2.24
30~40대 1.47 1.67 2.03 2.33 1.84 2.34
50~60대 1.65 1.66 2.17 2.19 1.97 2.42

70대 이상 2.30 1.00 2.60 2.68 2.17 2.05

권역별
A권역 1.55 1.76 2.02 2.19 1.88 2.23
B권역 1.67 1.56 2.01 2.22 1.94 2.38
C권역 1.54 1.63 2.33 2.34 1.73 2.37

주 : 6점에 가까울수록 어려운 정도가 높음(리커트 6점 척도)

자료: 제4기 양천구 지역사회보장계획보고서(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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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인돌봄 관련 사회보장 지원 및 서비스의 인지, 신청, 이용 경험에서는 
78.2%의 지역주민이 이용 의향이 없다고 응답했고, 14.7%의 주민은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알지 못한다고 응답하였다.

<표 13> 성인돌봄 영역 사회보장 지원 및 서비스의 인지, 신청, 이용 경험

구분 이용 의향 
없었음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알지 못함

서비스를 알고 
있지만,

신청하지 못함

신청은 했지만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함

과거 이용 
경험이 있지만, 

현재 
이용하지 못함

현재 
서비스 
이용 중

전체 78.2% 14.7% 3.6% 0.2% 0% 3.3%

연령별

20대 이하 83.9% 9.7% 0% 0% 0% 6.5%

30~40대 67.9% 19.6% 0% 0% 0% 12.5%

50~60대 76.7% 13.6% 7.3% 0.5% 0% 1.9%

70대 이상 83.7% 15.5% 0% 0% 0% 0.8%

권역별

A권역 74.0% 18.1% 5.5% 0% 0% 2.4%

B권역 79.3% 12.8% 1.6% 0.5% 0% 5.9%

C권역 81.3% 14.0% 4.7% 0% 0% 0%

자료: 제4기 양천구 지역사회보장계획보고서(2018)

 일상생활 유지, 노인돌봄과정, 돌봄을 담당하는 가족 당사자의 어려움에서는 
서비스 정보 부족이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다음으로 비용 부담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별에서는 70대 이상이 1순위로 비용 부담이라고 응답하였다.
-권역별에서는 A·B·C 3권역 모두 서비스 정보가 부족하다고 응답하였다.

<표 14> 일상생활 유지, 노인 돌봄 과정, 돌봄을 담당하는 가족 당사자의 어려움

구분 1순위 2순위

전체 서비스 정보 부족 비용 부담

연령별

20대 이하

서비스 정보 부족

서비스 이용 자격 제한

30~40대 거리, 교통 문제

50~60대 비용 부담

70대 이상 비용 부담 서비스 정보 부족

권역별
A권역

서비스 정보 부족
비용 부담

B권역
낮은 서비스 질C권역

자료: 제4기 양천구 지역사회보장계획보고서(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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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돌봄에 필요한 외부지원 및 서비스에서 종합적인 상담, 정보의 제공이 
가장 높았는데, 이는 앞서 노인 돌봄 서비스의 인지, 신청, 이용 경험에서 
이용 가능 서비스를 알지 못한다는 응답과 일맥상통한다.

<표 15> 일상생활 유지, 노인돌봄과정, 돌봄을 담당하는 가족 당사자에게 필요한 

외부지원 및 서비스

구분 1순위 2순위

전체 종합적인 상담, 정보의 제공 서비스 이용 비용 지원

연령별

20대 이하
종합적인 상담, 정보의 제공

서비스 이용 비용 지원

30~40대 집으로 찾아오는 서비스

50~60대
서비스 이용 비용 지원 종합적인 상담, 정보의 제공

70대 이상

권역별

A권역
시설·기관  이용

종합적인 상담, 정보의 제공

B권역
서비스 이용 비용 지원

C권역 종합적인 상담, 정보의 제공

자료: 제4기 양천구 지역사회보장계획보고서(2018)

 노인이 고령으로 인하여 신체적·정신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시 지역사회의 
개별적인 도움 제공에 관한 질문에 평균 4.42점으로 그렇지 않은 편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연령별에서는 20대 이하가 4.90점으로 다른 연령에 비해 도움을 제공
하는 편이라고 응답했고, 50~60대 4.61점, 30~40대 4.49점, 70대 이상 
4.17점 순으로 조사되었다. 

 노인이 고령으로 인하여 신체적·정신적으로 어려움이 있더라도 지역사회
에서 스스로 생활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충분한 환경(교통편의, 편의시설 
등)을 제공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평균이 4.49점으로 도움을 제공하고 
있지 않은 편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령별에서는 20대 이사 4.82점, 70대 이상 4.59점, 50~60대 4.31점, 
30대~40대 4.18점 순으로 지역사회에서 환경을 제공하지 있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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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6> 고령으로 인한 어려움 시 지역사회의 개별적 도움 및 환경 제공

(단위: 점)

구분 지역사회의 개별적 도움 제공 지역사회의 환경(교통편의, 
편의시설 등) 제공

평균 4.42 4.49

연령별

20대 이하 4.82 4.73

30~40대 4.18 4.17

50~60대 4.31 4.29

70대 이상 4.59 4.89

권역별

A권역 4.10 4.17

B권역 4.52 4.66

C권역 4.57 4.55

주: 10점에 가까울수록 ‘매우 그렇다’에 속함(리커트 10점 척도) 

자료: 제4기 양천구 지역사회보장계획보고서(2018)

 삶의 만족도에서는 평균 6.29점으로 연령별에서는 20대 이하가 6.60점
으로 가장 높았지만, 70대 이상은 5.54점으로 낮게 나타났다.

<표 17> 양천구 지역주민 삶의 만족도

구분 삶의 만족도

평균 6.29

연령별

20대 이하 6.60

30~40대 6.42

50~60대 6.19

70대 이상 5.54

권역별

A권역 6.22

B권역 6.31

C권역 6.32

주: 10점에 가까울수록 만족도가 높음(리커트 10점 척도)

자료: 제4기 양천구 지역사회보장계획보고서

 앞으로 수립하는 지역보장계획에 있어서 중점적으로 수립을 원하는 영역에 
대해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모두 1순위로 건강 및 의료 영역의 
확충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34 -

<표 18> 지역보장계획 수립을 위한 중점 영역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양천구 건강 및 의료 보호·안전 환경

연령별

20대 이하 보호·안전 건강 및 의료 기초생활 유지 및 
사회관계

30~40대

건강 및 의료

보호·안전 환경

50~60대 환경
보호·안전

70대 이상 기초생활 유지 및 
사회관계

권역별

A권역 환경
건강 및 의료

보호·안전

B권역 보호·안전 기초생활유지 및 사회관계

C권역 건강 및 의료 환경 주거

자료: 제4기 양천구 지역사회보장계획보고서

� � (2)� 어르신� 돌봄� 대상자� 심층� 면접� 및� 돌봄� 서비스� 제공자� FGI� 결과� 분석

 돌봄서비스 필요자(8인)와 돌봄 서비스 제공자(12개 그룹)를 대상으로 
심층면접 및 FGI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를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돌봄서비스 필요자’의 실태

 첫째, 배우자 돌봄 제공자의 경우, 고충이 많더라도 가족이 돌봐야 한
다는 인식은 변함없으며, 병원과 요양원 보다는 배우자가 돌봄을 잠시 
쉴 수 있는 데이케어센터, 요양보호사 등의 서비스를 선호하였다.

    ＃ 소아마비, 조현병 남편 돌봄

      - 병원 음식, 치료 모두 거부, 집에서 돌볼 수 밖에 없는 상황

      - 24시간 돌봐야 하는 고충 때문에 잠시 여유 필요

      ⇒ 데이케어센터 등의 단기․정기적 서비스 필요

    ＃ 노인 부부, 배우자 치매(여)

      - 요양보호사 도움 주2회(9시~12시)를 제외하면 배우자(남)가 돌봄

      - 노령연금 20만원, 배우자(남) 일자리사업 참여(27만원)

      - 가사일이 고충, 아무리 힘들어도 요양병원에 보낼 생각은 없음

      - 한 동네 50년 거주, 병원 동행 도움 보다는 경제적 처우 개선 요망

      ⇒ 안정된 주거환경 선호, 소득 금액과 관계없는 경제 지원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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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돌봄 서비스 필요 당사자의 경우, 모든 대상자들이 요양원 같은 
시설이 아닌 임대 아파트 등의 안정된 주거환경을 선호하였으며, 방문 
돌봄보다는 의료비 지원 등 경제적 지원책이나 병원 동행 서비스, 커뮤
니티 지원(사회적 단절)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홀몸 어르신(남성)

      - 간병인이나 요양보호사는 비용부담이 있어 비선호

      - 병원 동행은 동네 청소 아주머니에게 부탁(수고비 3~4만원 소요)

      - 영구임대아파트 거주 행복(월세 20만원), 병원 생활 안하는 것이 좋음

      - 여가 시간 동네에서 보냄(나이 드신 분들과 커피, 마트, 공원 등)

      ⇒ 안정된 주거환경 선호,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 필요

    ＃ 홀몸 어르신(여)

      - 병원 비선호, 임대아파트 입주 희망

      - 노인정 비선호(가입비 필요, 텃세 심함), 교회생활 선호

      - 수급비 50만원으로 생활, 식사는 평일 복지관, 주말 교회에서 해결

      - 수급자 혜택보다는 활동해서 돈을 벌고 싶음

      ⇒ 안정된 주거환경 선호, 일자리 서비스 필요

    ＃ 홀몸 어르신(여)

      - 가족이 없어 나중에 좋은 요양원에 대한 고민이 많음

      - 집 보유, 차상위 계층이라 수급자에 비해 금전적 해택 적음

      - 노인정과 복지관 보다는 교회가 좋음, 고독사 방지 플러그는 찬성

      - 한 동네 40년 거주했지만 교인 이외에는 이웃에 아는 사람이 없음

      ⇒ 홀몸 어르신 지원정책에 대한 정보와 커뮤니티 지원 필요

    ＃ 홀몸 어르신(여)

      - 내성적인 성격, 교회에 대한 의존도가 높음, 수급자 혜택 없음

      - 시설에는 가고 싶지 않고 내가 살고 있는 집에 있고 싶음

      - 병원비가 가장 걱정, 병원 갈 때 병원비만 받았으면 좋겠음

      ⇒ 커뮤니티 지원과 의료비 지원 정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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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홀몸 어르신(여)

      - 방문간호사 외에 집에 오는 사람 아무도 없음

      - 교회는 헌금 부담, 복지관은 단체 생활이 싫어서 안감

      - 국민연금을 받기 때문에 생활비 지원은 하나도 없음

      - 일을 못하니 금전적 문제가 제일 고민

      ⇒ 커뮤니티 지원과 소득 금액과 관계없는 경제 지원책 필요

     ＃ 홀몸 어르신(여)

      - 아들의 힘든 가정사로 힘든 시간을 보냄

      - 수술비 지원도 받고, 요양보호사 도움을 많이 받고 있음

      - 아픈 노인들은 확실히 요양보호사가 필요함(말벗, 정보, 지원)

      - 갑자기 아플 때 자동으로 연락 될 수 있는 장치가 있었으면 좋겠음

      - 영구임대아파트 거주, 요양병원 안가고 싶음 

      ⇒ 안정된 주거환경 선호, 방문 서비스와 스마트 기술 필요

   (나) ‘돌봄서비스 제공자’의 실태

 첫째, 현재 복지 서비스 제공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완화 필요성이 가장 
많았고, 요양등급 판정 기간, 요양보호사 지원 외의 시간, 주말과 야간 
공백에 대한 홀몸 어르신 지원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둘째, 병원 동행 서비스에 대해서는 보편성과 긴급성에 대한 필요가 가장 
많고, 의료 지원에 대해서는 보편적으로 균등한 지원이 필요해 보인다.

 셋째, 이상적인 주거 형태로는 어르신들끼리 모여 살 수 있는 실버타운 
형태와 공유주거 형태의 주거환경에 대한 의견이 있었다.

 넷째, SOS돌봄은 기존 자원과의 중복 투입을 배제하고, 제도권 밖의 
사각지대의 복지를 맡아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다섯째, SOS돌봄센터를 통한 절차 간소화 및 원스톱 시스템을 통한 지원을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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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 그룹

      - 수급자가 아니면 서비스 연계에 본인부담금이 있어 어려움

      - 부양능력 있는 가족과 연결된 경우 제도권 내 혜택 불가능

      - 봉사단체 등 한정적인 무료 돌봄 서비스 한정적 연계

      - 부양의무자가 아닌 가족이 돌볼 경우 무연고자 지원 불가능

      - 노인빈곤 심각, 월 50만원으로 혼자 생활하는 노후

      - 무료 돌봄 서비스 제공하는 사회적 기업 연계가 한 방법

      ⇒ 부양 의무자의 능력과 무관하게 어르신 단독 지원 방법 필요

    ＃ 나 그룹

      - 병원 동행 등의 서비스는 단계별로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 필요

      - 등급 판정 기다리는 시간(3개월) 동안 돌봄 서비스 제공 필요

      - 어르신끼리 모여 사실 수 있는 실버타운식이 가장 좋음

      - 10년 전 서비스인 야쿠르트 연계사업은 스마트하게 개선 필요

      ⇒ 누구든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과 실버타운 필요

    ＃ 다 그룹

      - 부양의무자 완화 필요,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받기 어려움

      - 요양보호사 3시간 외에 방치, 주말과 야간 공백은 광역서비스 필요

      - 지원 필요해도 등급이 안나오는 돌봄의 사각지대 발생

      - 동거인 소득으로 인해 당사자가 지원을 못 받는 경우도 있음

      - 병원 갈 때 택시비 지원, 동행 지원이 필요

      ⇒ 부양의무자 완화, 주말과 야간 돌봄, 병원 동행 지원 필요

    ＃ 라 그룹

      - 본인 동의와 본인 신청 원칙이 현실에서 힘든 점이 많음(강제성 필요)

      - 독립적, 개별적 공간을 갖고 공용공간을 함께 쓸 수 있는 공간 필요

        (한 번에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여러 명의 안부 확인이 가능)

     ⇒ 공유주거 형태의 주거환경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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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 그룹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필요, 금융거래정보제공 동의서 받기 어려워 함

      - 본인 거부나 재산 처분 의지가 없어 지원 어려운 경우 있음

      - 의료혜택은 보편적으로 균등한 지원 필요

      - 여러 지원 자원들을 한꺼번에 투입해서 지원했을 때 도움의 효과가 큼

      - 재가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돌봄 업체들이 많아지는 것도 방법

      - 연령(65세 이상) 기준으로 인해 지원 못 받는 사례 있음

      - 제도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제공할 수 있는 단기 서비스가 필요 

      -  담당 공무원이 직접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 필요

      - 노인 돌봄 서비스보다 노인 일자리가 많아져야 함(경로당 생산활동)  

      ⇒ 보편적 의료혜택, 제도권 밖의 지원, 노인 일자리 필요

    ＃ 바 그룹

      - 돌봄 서비스는 신청자 본인이 받아들일 의지가 중요

      - 담당자들이 수동적 태도를 버리고 복지혜택을 찾아서 해줘야 함

      - 요양등급은 일상생활에 큰 비중을 두기 때문에 암환자 지원은 잘 안됨

      - 복지 전달체계 경직, 수동적인 문제, 요양보호사 자질 문제

      - 조손가정 맞춤형 혜택이 필요

      ⇒ 암환자 지원과 조손가정 맞춤형 혜택 필요

    ＃ 사 그룹

      - 경제적 지원 대상자 아니지만 사회적으로 단절된 사례들이 지원 어려움

      ⇒ 사회적 단절 극복 지원 필요

    ＃ 아 그룹

      - 노인돌봄종합서비스는 제공시간 한정적, 단기가사서비스 자격 한정적

      - 병원에 안가고 집에서 할 수 있는 호스피스 서비스 필요

      - 본인이 거부하는 경우 보호자 역할 대행해 줄 수 있는 사람 필요

      -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기준을 정해야 함(건강 OR 복지)

      - 기준이 건강이라면 소득 무관하게 제공, 퇴원할 때 병원에서 정보제공

      - 이미 자원이 투입되고 있는 계층을 위한 또 하나의 돌봄이 되지 않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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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OS돌봄은 경제 무관, 돌볼 사람이 없는 사람을 위한 서비스

      - 장기요양서비스 판정 나오는 동안의 공백도 SOS돌봄센터의 몫

      - 병원 동행 서비스 필요, 검진비 등 지원 필요

      ⇒ SOS 돌봄은 기존 자원의 사각지대에 투입

    ＃ 자 그룹

      - 노령사회가 되는 시점인 만큼 돌봄도 강제성 필요(법제화) 

      - 65세 이하 50대 혼자남들 취약, 우울증, 알콜릭 등 제도권 밖

      - 정신 질환에 대한 대책 미비, 치매, 알콜릭, 조현병 등이 큰 문제

      - 65세, 70세 이상에 국한, 그 이전에 조금 더 취약한 계층도 많음

      - 독거남 등 법적조건에 해당 안되는 사람들을 위한 단기돌봄서비스 필요

      - 급작스러운 사고를 당했을 때 단기가사 서비스가 필요

      - 수급자나 차상위가 아니면 장기요양 서비스도 본인부담금이 발생

      - 알콜릭이나 정신질환 경계에 있는 사람들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이 미비

      - 병원에서 치료가 다 끝나도 얼마간 연계․보호 기간과 시스템이 필요

      - SOS돌봄센터 원스톱 시스템 필요(출동 → 돌봄 당사자 파악 → 병원 이송 → 

진료 → 입원 처리 → 환자 케어 → 지역사회 복귀 → 사후관리)

      ⇒ 제도권 밖의 사각지대 지원책 필요, SOS돌봄센터 원스톱 시스템 필요

    ＃ 차 그룹

      - 거동 힘들고 일상생활 유지 어려워도 금융재산 있으면 지원 어려움

      - 거동이 되고 생활이 안되는 요양등급외 분들 어려움 많음

      - 요양등급은 신청자가 많아서 기준이 엄격, 꼭 필요한 분들도 탈락

      - 빚만 남은 집, 운행 못하는 택시가 있어도 본인이 처분을 못함

      - 70세 이상 이면 조금이라도 돌봄이 보편화되면 좋겠음

      - 자가요양(가족이 요양보호사인 경우)은 문제점이 많아 보완책 필요

      - 소득수준 상관없이 보편적으로 제공되는 병원 동행 서비스 필요

      - 요양보호사가 케어하는 시간은 3시간, 그 외의 시간에 방치되는 문제

      - 병원에 가야할 때 신청할 수 있는 긴급제도 필요

        (평소 진료 받는 병원으로 동행, 보호자 역할, 귀가 도움, 돌봄 서비스)

      ⇒ 보편적 병원 동행 서비스 필요, 긴급 돌봄 제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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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 그룹

      - 본인이 거부하는 경우 주변이 피해가 되도 근본적인 해결 할 수 없음.

        지역사회에서 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인 제도나 근거가 마련 필요

      - 진단 안 받은 치매 초기 증상이나 정신과적 문제 접근하기 어려움

      - 방문복지가 직원 개인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않는 행정적 근거 필요

      - 무연고자 1인 어르신들 병원 후송에서 입원까지 해주는 시스템 필요 

    ⇒ 직권으로 치료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 병원 후송 및 입원 서비스 필요

    ＃ 타 그룹

      - 금융거래정보제공 동의서 제도 완화 필요

      - 자녀와 부모를 분리해서 지원할 수 있는 특례조항 필요

      - 간병비 지원이나 무료 간병인 제도 필요

      - 정신질환이나 정신 장애등급 전담 보호사 필요

      - 사회복귀시설(병원이랑 사회중간시설)을 늘려야 함

      - 병원 동행 서비스 등 필요시 일시적 도움 받을 수 있는 서비스 필요

      - 차상위 경계에 있는 분들에 대한 지원책 필요

      - 생활관리사, 간호사, 복지사 등 복지 제공자들의 방문 정보 공유필요

      - 어르신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대화할 수 있는 애착인형(AI)

    ⇒ 부모 분리 지원, 간병비, 무료간병인 필요, 방문복지 중복 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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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및� 제언

 전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저출산과 
고령화라는 사회적 현상이 우리 앞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사회에는 노인부양이라는 피해갈 수 없는 큰 과제가 주어져 있다.

 노인부양에는 경제적 문제도 있지만 노인 욕구의 다변화에 따라 새로운 
방식의 접근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2026년 
전국적 시행을 목표로 커뮤니티 케어 모델사업을 전국에 걸쳐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서울특별시에서도 2021년까지 25개 자치구 424개 
전 동에 돌봄SOS센터 확충을 목표로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양천구에서도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지역케어라는 것은 단순히 지역에서 대상자를 돌본다는 차원에만 진행
되어져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 이유는 대상자가 가진 욕구의 다차원성에 
기인함과 동시에 사회복지의 패러다임이 변화함에 따라 지원에 있어서의 
접근성도 달리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본 조사연구는 급변하고 있는 고령노인 인구에 대한 노인돌봄 지원을 
위해 양천구의 노인돌봄과 관련한 지역적 현황, 돌봄 수요현황, 어르신 
돌봄서비스 인프라 현황 및 사회적경제기업 현황, 어르신 돌봄 커뮤니티 
서비스 현황을 분석하고 지역주민들에게 노인부양과 관련하여 어떠한 욕
구를 가지고 있는지 욕구조사내용을 분석 검토하고 당사자 및 관계자와
의 FGI를 통해 그 내용을 심도 있게 파악하고 양천구가 시행하고자 하
는 노인돌봄관련 계획을 수립하는 기초자료로서 활용함에 있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양천구도 저출산 고령화의 영향을 받
고 있다는 사실이다. 2014년도 양천구의 인구는 490,708명이였지만, 
2018년도 인구는 471,026명으로 조사되어, 인구의 감소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고령화율은 13.0%(2019년 기준)에 달해 고령사회로 들어섰
다. 홀몸 어르신은 총 13,864명이며, 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자는 4,438
명,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이용자는 208명,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이용자는 
116명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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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어르신 돌봄과 관련한 서비스 인프라 현황을 살펴보면, 공무원수는 
복지담당공무원 수의 경우 서울시 자치구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
으며, 자치구 평균 공무원 1인당 주민수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르신 
돌봄 서비스 복지 인프라 현황을 살펴보면, 375개의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종합사회복지관이 5개소, 생활시설은 노인복지주택이 4개소, 노인요양시설이 
12개소,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이 12개소 설치되어져 있으며, 이용시설
로서는 재가시설이 139개소, 여가시설이 192개소(노인복지관 2, 노인복지
센터 2, 경로당 164, 노인교실 24), 노인회관이 1개소, 어르신식사지원시설이 
10개소 설치되어져 있음. 사회적경제기업과 관련한 인프라 현황을 살펴
보면, 사회적기업 28개소, 협동조합 72개소, 마을기업 1개소, 자활기업 
4개소, 자활사업단 12개소 설치되어져 있다.

 셋째, 어르신돌봄 커뮤니티 서비스 현황을 살펴보면, 양천구에서 제공
되고 있는 커뮤니티 서비스에는 저소득 어르신무료급식지원사업, 독거노인 
친구만들기사업, 독거노인 건강안전관리 솔루션사업, 서울재가관시사 지원
사업, 사랑의 안심폰 지원사업, 노인돌봄 종합서비스사업, 어르신 돌봄 
기본서비스사업, 노인단기 가사 서비스사업, 어르신 사회활동 지원사업, 
어르신 상담센터 운영사업, 노인의집 운영사업, 노인요양시설 인권지킴이 
사업, 어르신 사랑방 찾아가는 안전교육 이수제 시행, 무더위심터 운영, 
일상생활 지원서비스사업, 어르신이 행복한 저녁사업, 어르신 행복드림 
사업단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넷째, 지역주민의 욕구조사 결과를 분석한 내용을 살펴보면, 70대 이상은 
성인돌봄, 기초생활 유지 및 사회관계, 건강(신체적 정신적), 고용, 주거, 
문화·여가, 환경에 대해 타 영역에 비해 불안감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
으로 조사되었음. 일상생활 유지, 노인 돌봄과정, 돌봄을 담당하는 가족 
당사자의 어려움과 관련해서 30~40대, 50~50대 모두 서비스 정보 부족을 
1순위로 제시하였으며, 70대 이상은 비용 부담을 1순위로 제시하였다. 
일상생활 유지, 노인돌봄과정, 돌봄을 담당하는 가족 당사자에게 필요한 
외부지원 및 서비스로서는 20대 이하, 30~40대는 종합적인 상담 정보의 
제공, 50~60대, 70대 이상은 서비스 이용 비원 지원을 1순위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삶의 만족도를 살펴보면 다른 세대의 주민들보다 삶의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지역보장계획 수립을 위한 중점 영역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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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모두 건강 및 의료를 제일 우선 순위로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섯째, 관계자 FGI를 통해 나타난 주민들과 관계자들의 욕구를 살펴보면, 
배우자 돌봄의 경우, 병원과 요양원 보다는 배우자가 돌봄을 잠시 쉴 수 
있는 데이케어센터, 요양보호사 등의 서비스를 선호하고 있으며, 안정된 
주거환경에 대한 지원을 요구하고 있었으며, 돌봄서비스 제공자의 경우는 
부양의문자 기준의 완화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었으며, 어르신들끼리 모여
살 수 있는 실버타운 형태와 공유 주거 형태에 대한 의견이 있었으며, 
SOS돌봄은 기존 자원과의 중복 투입을 배제하고, 제도권 밖의 사각지대의 
복지도 지원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지원 절차 간소화와 원스톱  
시스템을 통한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양천구의 커뮤니티케어 추진을 위한 제언을 
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지향해 나가야할 이념에 대한 부분으로서, 보건복지부가 향후 노인
돌봄의 중심축으로서 커뮤니티케어를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 제시하고 있는 
커뮤니티케어가 단순히 고령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정(in-home)
에서만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아도 Aging 
in Place의 개념 하에, 자신이 살아왔던 지역에서 그 관계를 단절하지 
않고, 자신에게 맞는 거주공간에서 자신의 상황에 맞게 지속적인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커뮤니티케어의 역사적 발전 배경을 
보아도 care in the community에서 care by the community로 발전
하고 있다. 이것은 단순히 영어철자의 차이가 아니라 우리 지역사회가 
함께 노인들을 보살펴 나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서는 공공 중심의 커뮤니티케어도 중요하지만, 지역주민들과 함께 추진
하는 커뮤니티케어가 진행되어져야 할 것이다. 관‧민이 함께 커뮤니티케
어에 대해 이해하고, 커뮤니티케어 진행에 있어서 서로 협력적이고 보완
적인 관계 속에서 역할을 나누고 지역사회에서 어르신을 돌볼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나가야할 것이다.

 둘째, 전달체계에 대한 부분으로서, 고령자의 욕구가 경제적 문제에서 
다변화 되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보건‧복지‧의료의 연계에 의한 지원이 
함께 진행되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많은 주민들에게는 다변화 되어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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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구에 따라 다양한 서비스에 대한 지원 의향은 높아지고 있지만 어디에서 
도움을 받아야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마침 서울시에서도 돌봄SOS센터 설립을 통해 원스톱 서비스 형식
으로 서비스 지원을 행하고자 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시책은 시의적절
할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복지 중심의 지원책에만 머물러 있다. 일본의 
경우 포괄지원센터 설치를 통해서 원스톱 방식으로 지역 주민의 욕구를 
해소하고자 하고 있으며, 여기에 근무하는 사람들도 케어 매니져를 배치
하여 보건‧복지‧의료의 연계 속에서 지역주민들의 욕구를 해소해 나가고자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양천구에 있어서도 돌봄SOS센터 설치를 통해서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지만 보건‧
복지‧의료의 연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의 배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셋째, 어르신의 욕구에 다양화에 따라 지역사회의 서비스 자원을 맞춤형 
서비스로 제공하기 위해,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인재의 양성이 필요하다. 
이제까지 사회복지 영역에서 사회복지사들에 의해 케이스 매니지먼트라는 
기법을 이용하여 복지적 측면에서의 지원 계획은 수립되어졌지만, 고령화에 
따라 복지적 욕구뿐만 아니라 건강, 보건 등 다차원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지식과 기술을 갖춘 케어매니져의 양성이 필수적이다. 

 넷째, 치매노인의 증가에 따라 의사결정에 결함을 가진 노인들이 증가
하고 이에 따라 여러 가지 사기 문제와 법적인 문제가 증가하게 되어, 
피해를 입는 노인들이 증가하게 된다. 하지만 양천구에는 아직 이러한 
노인들에 대한 지원책이 강구되어져 있지 않다.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운 치매 노인들과 허약노인들의 권리를 지켜줄 권리옹호 서비스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된다.



- 45 -

참 고 문 헌

[1]� 강희선,� 에이징� 인� 플레이스� 개념을� 고려한� 공공임대아파트� 커뮤니티시설의

� � � � 노인공간� 계획,� Journal� of� the� Korean� Housing� Association,� Vol.

� � � � 28,� No.� 4,� 55-63,� 2017.

[2]� 김용득(2018),� 커뮤니티케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월간� 복지동향,� 238.

[3]� 김상균� 편(1996),�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길잡이,� 나남출판.

[4]� 김윤영� 외(2018),� 커뮤니티케어� 해외사례와� 함의� 그리고� 구상,� 비판사회정책,

� � � � 2018.8,135-168.

[5]� 김현수(2002),� 재가복지서비스,� 홍익출판사.

[6]� 김현수� 외(2018),� Community� Business활성화사업� Caremanagement

� � � � system구축,� 민들레의복지사회적협동조합.

[7]� 김현수� 외(2019),� 지역사회조사를� 통한� 지역케어� 전달체계� 개선에� 관한� 연구,

� � � � 충남대학교사회맞춤형산학협력선도대학육성사업단.

[8]� 보건복지부(2018),� 지역사회통합돌봄기본계획,� 보건복지부.

[9]� 보건복지부(2019),� 2020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안내,� 보건복지부.

[10]� 보건사회연구원(2017),� 2017년도� 노인실태조사,� 보건사회연구원.

[11]� 보건사회연구원(2018),� 커뮤니티케어와� 보건복지서비스의� 재편,�

� � � � � 2018� � 『보건사회연구』� 콜로키움,� 보건사회연구원.

[12]� 서울시복지재단(2018),�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와� 복지관� 협력모델� 및� 역할

� � � � � 제언� 연구,� 서울시복지재단.

[13]� 서울특별시(2018),�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2018� 업무매뉴얼,� 서울특별시.

[14]� 서울특별시(2018),� 서울시� 주민등록인구(구별)통계,� 서울열린데이터광장

[15]� 서울특별시(2018),� 「돌봄SOS센터」� 추진� 기본계획,� 서울특별시.

[16]� 서울특별시(2019),� 19년돌봄SOS센터� 사업추진계획,� 서울특별시.

[17]� 서정희� 외(2012),� 자립생활기반구축을� 위한� 외국� 사례� 및� 정책연구를�

� � � � � 통한� 선진모델� 구축.� 국가인권위원회.



- 46 -

[18]� 석재은(2018),� 커뮤니티케어와� 장기요양� 정책과제,� 월간� 복지동향,� 238.

[19]� 소회영� 외(2011),� ICF� 모델에� 근거한� 노인의� 삶의� 질� 예측� 모형,�

� � � � � 대한간호학회지� 제41권� 제4호.

[20]� 양난주,� 최인희(2013),�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재가노인돌봄의� 변화에

� � � � � 대한� 연구,� 사회복지연구,� 44(3).

[21]� 양천구(2017),� 2017� 양천통계연보,� 양천구.

[22]� 양천구(2018),� 2018� 구정기본현황,� 양천구� 내부자료,� 양천구.

[23]� 양천구(2018),� 2018� 양천통계연보,� 양천구.

[24]� 양천구(2018),� 제4기� 양천구� 지역사회보장계획보고서,� 양천구.

[25]� 양천구(2019),� 양천구� 노인돌봄현황,� 양천구� 내부자료,� 양천구.

[26]� 양천구(2019),� 20년「돌봄SOS센터」� 사업계획서,� 양천구� 내부자료,� 양천구.

[27]� 이윤경� 외(2017),� 노인의�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위한� 장기요양제도� 개편

� � � � � 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8]� 조아라(2013),� 일본의� 고령자� 거주문제와� 주거정책:� Aging� in� Place를�

� � � � � 중심으로,� 대한지리학회지� 제48권� 제5호.

[29]� 최원철� 외(2017),� 고령자� 주거실태와� aging� in� place를� 위한� 주거정책

� � � � � 방향,� 대한건축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논문집,� 제37권� 제1호(통권� 제67집).

[30]� 최항순(2018),� 커뮤니티� 케어� 활성화를� 위한� 과제,� 월간� 공공정책,� 157,

� � � � � 62-65.

[31]�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7),� 한국인의� 삶의� 질� 수준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

� � � � � 사회연구원.

[32]�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2018),� <제2차� 커뮤니티케어� 정책토론회>자료집,

� � � � �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33]� 양봉석(2018),� 한국형커뮤니티케어의� 이론과� 실천,�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

� � � � � 협동조합.

[34]� WHO(2016),� ICF(국제� 기능·장애·건강� 분류)번역서,� 보건복지부.



- 47 -

[35]�厚生労働省·農林水産省·経済産業省(2016).地域包括ケアシステム構
� � � � �築に向けた公的介護保険外サービスの参考事例集.

[36]�総合的介護予防システムについてのマニュアル分担研究班(2009).総合
� � � � �的介護予防システムについてのマニュアル.

[37]�長寿社会開発センター(2013).地域ケア会議運営マニュアル.

[38]�地域包括ケア研究会(2010).地域包括ケア研究会報告書.

[39]�地域包括ケア研究会(2013).地域包括ケアシステムの構築における今後
� � � � � の検討のための論点.

[40]�三菱総合研究所(2013).地域包括ケアシステムの構築に資する第6期介

護保険事業計画策定のあり方に関する調査研究報告書.

[41]�三菱総合研究所(2015).地域包括ケアシステムを効果的に構築していく

ための市町村の地域マネジメントなどにかかる調査研究事業報告書.

[42]�三菱総合研究所(2015).地域づくりによる介護予防を推進するための手
� � � � �引き.

[43]�三菱総合研究所(2015).地域づくりによる介護予防の取り組みの効果
� � � � �検証·マニュアル策定に関する調査研究事業報告書.

[44]�三菱総合研究所(2017).市町村と地域包括支援センターの連携·効果的
� � � � � な運営に関する調査研究事業報告書.

[45]�三菱総合研究所(2017).実践事例から学ぶ効果的なケアプラン点検の
� � � � �実施方法.

[46]�三菱総合研究所(2017).ケアプラン点検の基礎知識.

[47]�三菱総合研究所(2018).介護保険施設におけるマネジメントシステム導
入のための手引き.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www.mohw.go.kr

양천구청� 홈페이지� :� www.yangcheon.go.kr

서울시청� 홈페이지� :� seoul.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