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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이 연구는 우리나라 지역사회 노인의 의료이용관련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지역사회노인의 기능상태에 대한 설문조사자료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개인자

격자료 및 개인급여자료를 연결하여 분석하 다. 

일상생활수행능력수준 및 도구적 일상생활수행능력수준과 의료이용수준과 

의 관계를 살펴본 이 연구는 각 개인을 분석단위로 하 다. 조사 대상자는 전

국 65세 이상 재가노인 1,779명이었으나, 급여자료로 연결과정에서 주민번호가 

없거나 불확실한 노인 등이 제외되어 최종적으로 자료가 연결된 분석 대상자

는 전체의 76.2%인 1,355명이었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연구 대상자는 여자(69.3%)가 남자(30.7%)보다 더 많았고, 고연령군으로 갈

수록 대상자 수가 감소하 다. 월평균용돈수준 10만원이상 - 30만원미만인 대

상자가 가장 많았고(47.8%), 의료비용은 5만원 이하인 군이 가장 많았다

(44.8%). 일상생활수행능력과 도구적 일상생활수행능력수준은 수행 능력이 가

장 좋은 군이 61.2%와 50.0%로 가장 많았으며, 수행 능력 수준이 낮은 군으로 

갈수록 감소하 다. 일년간 총진료비가 100만원 이하인 군이 35.0%로 가장 많

았고, 전혀 의료이용이 없었던 군도 9.4%가 있었다. 입원이용은 32.1%, 외래이

용은 89.7%가 이용 경험이 있었다.

연구대상자의 특성별 의료이용수준을 보면, 의료이용률은 일상생활수행능

력군별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수행능력수준이 14-17점군에서 가장 높은 이

용률을 보 으며, 수행능력수준이 낮을수록 이용률이 감소하 다. 입원이용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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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연령군별, 성별, 월용돈수준, 일상생활수행능력수준, 도구적일상생활수행능

력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 다. 일상생활수행능력수준이 낮은 군으로 갈수

록 입원률이 높아졌으며, 도구적 일상생활수행능력은 5-8점군까지 높아졌다가 

가장 능력이 떨어지는 군에서는 감소하 다. 외래이용률은 성별에서만 유의한 

차이를 보 다.

연간 총진료비수준을 의료이용자를 대상으로 특성별로 비교하면, 모든 독

립변수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 으며, 전체 대상자에서도 같은 결과를 보 다. 

일상생활수행능력이 10-13점인 군까지 총진료비수준이 증가하 으며, 가장 능

력이 낮은 군에서는 총진료비 수준이 낮아졌다. 도구적 일상생활수행능력도 같

은 경향을 보 다.

입원일수는 일상생활수행능력수준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 는데, 일상생

활수행능력이 10-13점인 군까지 입원일수 수준이 증가하 으며, 가장 수행능력

이 낮은 군에서 입원일수가 낮아졌다. 외래방문횟수는 외래이용경험이 있는 대

상자들의 특성별로 살펴본 결과, 모든 독립변수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 으며, 

전체 대상자에서도 같은 결과를 보 다. 일상생활수행능력이 14-17점인 군까지 

외래방문횟수가 증가하고, 수행능력수준이 감소할수록 외래방문횟수도 감소하

다. 도구적 일상생활수행능력도 9-11점까지 증가하다가 수행능력수준이 감소

할수록 외래방문횟수도 감소하 다.

총진료비와 일상생활수행능력의 관련성을 다변량 회귀분석을 통해 살펴 

본 결과, 일상생활수행능력이 총진료비와 매우 유의하게 양의 관계를 보 다. 

가장 수행능력이 낮은 군의 경우 유의수준이 0.1에서 유의하 다. 도구적 일상

생활수행능력과의 관련성을 살펴본 회귀모형에서는 가장 수행능력수준이 높은 

군을 기준군으로 모든 군에서 총진료비와 유의한 양의 관계를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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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를 통하여 지역사회의 노인의 기능상태와 의료이용수준은 매우 유

의한 관련성이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 연구 결과는 노인들의 의료이용 특성상 

질병중심의 관리체계를 보다 장기요양특성을 반 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점에서 의의가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의료

이용(utilization) 측면을 중심으로 한 것이나, 앞으로 노인들의 의료이용 욕구

(want), 수요(demand) 및 전문가가 판단한 요구(need)수준 등에 대한 다양한 

측면의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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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1절제 연구 배경

우리 나라는 지난 2000년에 노령화사회에 진입하 으나, 이와 동시에 노령

사회에 대한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 이제 막 노인인구 7%대를 맞이하 는데, 

다시 그 두배가 되는데 채 20년도 안 걸린다는 것이다(통계청, 1999b). 이러한 

급속한 노인인구의 증가는 생산인구의 상대적인 감소로 경제활동인구가 비경

제활동인구에 대한 부담이 급속도로 커지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경제적으로 

많은 의미를 가지는 노령사회 진입을 위해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준비가 필

요하다.

보건의료분야에서는 특히 과제가 많다. 노인이 겪게 되는 4가지 고통(四苦) 

중 질병은 나머지 고통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아프면 더 외롭고 더 가난해지

고 그리고 더 역할이 없어진다. 사회가 노인들의 질병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이다. 첫째, 노인들의 질병은 젊은이들이 겪는 것과는 

다르다. 딱히 병이 한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저기 문제가 있고, 원인도 

다양하고, 잘 낫지 않고, 한 번 걸리면 아주 오래가고, 그리고 급환이라기 보다

는 만성적으로 늘 가지고 있는 질병이 많다는 것이다. 그래서 노인들이 의료를 

이용하게 될 때 필요한 서비스도 다른 연령층의 것과 다를 수 밖에 없다. 노인

들에게는 오래 치료할 수 있고, 질병보다는 기능상태를, 한 가지 질병이 아닌 

다양한 질병을 함께 고려할 수 있는, 그리고 완전한 치유보다는 상태를 호전시

킬 수 있는 서비스가 필요하다. 둘째, 다양한 사회 환경이 변화하여 더 이상 

노인의 건강을 가족의 책임이라고 미뤄둘 수만은 없게 된 점이다. 이러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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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로 노인들의 건강을 책임질 수 있는 노인보건의료체계의 구축은 매우 중요

하고 시급한 일이 되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인들의 의료비용은 사회적 문

제이기 때문이다. 노인의료비용은 노인인구가 많아져서 생기는 양적 증가와 더

불어 의료이용 강도에 있어서도 국민 전체의 이용강도와 비교하 을 때 더 높

은 증가를 보 다(이지전, 2002). 

증가하는 노인의료비용은 건강보험 재정부담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으며, 

실제로 노인의 의료이용 욕구를 충족시키지도 못하고 있다. 현행 급성기질환 

중심의 의료수가체계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해 줄 수 없어, 이에 대한 대안으

로 장기요양수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2003년부터 

노인들을 위한 공적요양서비스체계를 위한 기획단이 운 되기 시작하 으며, 

장기요양대상 범위와 수가 등이 주요 사안으로 논의되고 있다. 실제 외국 장기

요양수가를 적용하고 있는 국가들은 질병 중심이 아닌 기능상태 및 인지기능

상태 등으로 수가를 책정한다(이지전 등, 2002).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우리

나라 노인들의 의료이용수준과 인지기능 및 일상생활수행능력과의 관계에 대

한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노인의료비 연구들은 대부분 건강보험급여자료에 국

한되고 있거나(박기순 1998; 송 종 1998; 이해 , 2000), 주관적으로 기억하는 

의료비용에 의존하고 있다(윤은희, 1997; 김현정, 2001). 이러한 보험자료의 제

한점은 급여 내역 변수 이외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으로는 성별과 연령만 있어 

실제 노인의료의 총진료비와 다양한 특성과의 관계를 살펴보는데 어려움이 있

다. 반면에 기능상태 연구는 삶의 질에 관한 연구나 특정 질병 과의 관계 등에 

국한되어 있거나(Kramer 등, 1985; Stuck 등, 1995; Feldman 등, 1996; 

Covinsky, 1997; 성기월, 1999; 유호신, 2000; Salas 등, 2000), 노인들의 기능상

태와 사망전 특정 기간의 의료이용수준을 함께 살펴 연구가 있을 뿐이다(이상

욱 등, 2003). 이렇듯 구체적으로 장기요양수가체계의 근간이 되는 노인들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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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상태와 의료이용수준과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아직 없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장기요양서비스체계 도입 방안의 한 역으로서 노인

들의 기능상태와 의료이용상태를 파악하고자 한다. 지역사회 노인의 다양한 특

성조사 자료와 보험급여자료를 연결하여, 노인의 일상생활수행능력수준과 도구

적 일상생활수행능력수준과 총진료비와의 관련성이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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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절제 연구 목적

이 연구는 전국 지역사회 65세 이상 노인 1,355명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수

행능력 및 도구적 일상생활수행능력과 의료이용수준과의 관련성을 살펴보고자 

하 다. 세부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사회 노인들의 일상생활수행능력과 도구적 일상생활수행능력 수

준을 파악하고,

둘째, 지역사회 노인들의 총진료비, 입원일수, 외래방문일수 등 의료이용수

준을 파악하고,

셋째, 일상생활수행능력과 도구적 일상생활수행능력 수준에 따라 총진료

비, 입원일수, 외래방문일수 등의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총진료비와 일상생활수행능력과 도구적 일상생활수행능력 수

준과의 관련성을 다변량분석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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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제  이론적 배경

제1절 노령화 추이

1. 인구 구성 변화

우리 나라의 노인인구는 1980년에 145만명에서, 1985년 175만명, 1990년 

226만명, 1995년 2,64만명, 2000년 337만명으로 증가하여 왔다(표 1 & 그림 1). 

전체 인구의 증가율과는 크게 대비되는 것으로 1995∼2000년까지 5년간의 경

우 27.7% 증가하여, 총인구 증가율 3.2%보다 그 증가속도가 매우 빠름을 알 수 

있는데, 성별로는 남자 32.1%, 여자 25.2%로 남자의 증가율이 여자보다 높았다.

표 1. 인구주택총조사 실시연도별 노인인구 규모 및 추이        (단위: 명, %)

1980 1985 1990 1995 2000

증감 증감 증감 증감

총인구

(천명)
  37,407 40,420 8.1 43,390 7.3 44,554 2.7 45,985 3.2

 65세이상    1,446 1,750 21.0 2,262 29.3 2,640 16.7 3,372 27.7

  남 자      539 652 20.9 811 24.3 975 20.2 1,287 32.1

  여 자      907 1,097 21.0 1,452 32.3 1,666 14.7 2,084 25.2

구성비(%) 3.9 4.3 5.2 5.9 7.3

 자료 : 통계청,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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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천명) 구성비(%)

그림 1. 노인인구 규모 및 추이

향후의 인구전망을 보면, 우리 나라의 총인구는 2000년의 47,008천명에서 

2010년에는 49,594천명, 2020년 50,650천명에 이르고 2023년에 50,683천명을 정

점으로 이후에는 감소 내지는 정체상태에 머물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령별 인구구성을 보면, 65세 이상의 노령인구가 급증하여 총인구에서 차

지하는 구성비가 급속도로 높아질 것이다.

노령화 현상은 이미 상당한 속도로 진행 중이었으나 2000년 인구주택총조

사를 기준으로 새로 장래인구를 추계한 결과 그 이전의 예상보다 훨씬 더 노

령화 속도가 빨라지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노인인구의 비중을 보면, 2000년에 총인구의 7%를 넘어섬으로써 본격적인 

노령화사회(aging society)에 돌입하 고, 2019년에는 노령사회의 기준인 노인

인구율 14%를 돌파할 것으로 추계된다.

노인인구 비중은 2020년에 15.1%에 도달하는 등 이후에도 계속 증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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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에는 전 인구의 23.1%를 노인이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이에 따라 노

년부양비는 2000년의 10.0에서 2010년 14.9, 2020년 21.3, 2030년 35.8로 급증하

고, 유소년인구 대비 노년인구의 비중인 노령화지수는 2000년 현재 34.1에서 

2010년 62.2, 2020년 108.6, 2030년 186.3으로 급격히 증가할 것이다(표 2).

 

표 2. 총인구 및 인구구조 추이

2000 2010 2020 2030

총인구(천명) 47,008 49,594 50,650 50,296

0-14세(%) (A) 21.1 17.2 13.9 12.4

15-64세(%) (B) 71.7 72.1 71.0 64.6

65세 이상(%) (C) 7.2 10.7 15.1 23.1

노년부양비 (C/B*100) 10.0 14.9 21.3 35.8

노령화지수 (C/A*100) 34.1 62.2 108.6 186.3

성비(남자/여자*100) 101.4 101.1 100.4 99.2

  자료: 통계청, 2001

노인인구율의 증가에 따라 노인인구수는 2000년에 약 340만명 수준이던 

것이 2020년에는 767만명 수준에 이를 것으로 추계되는데 연령대별로 구분하

면 또 다른 특성이 보인다. 전체 노인인구수가 급증하는 가운데 연령별 구성분

포가 변화하고 있어서, 노인을 65-74세의 전기노인, 75-84세의 중기노인, 85세 

이상의 후기노인으로 구분하면, 전기노인의 비중은 점차 낮아지고, 중기노인과 

후기노인이 각각 노인인구의 30%, 10%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표 3).  

  이에 따라 노인인구 중에서도 특히 후기 고령노인의 증가에 대한 정책적 배

려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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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연령대별 노인인구 추이                          (단위: 명, %)

구분 2000 2005 2010 2015 2020

전 체
3,394,900

(100.0)

4,365,967

(100.0)

5,302,095

(100.0)

6,345,400

(100.0)

7,667,408

(100.0)

65-74세
2,303,429

(67.8)

2,921,039

(66.9)

3,306,207

(62.4)

3,702,953

(58.4)

4,474,083

(58.4)

75-84세
918,198

(27.0)

1,195,979

(27.4)

1,610,089

(30.4)

2,091,114

(33.0)

2,392,817

(31.2)

85세이상
173,273

(5.1)

248,949

(5.7)

385,799

(7.3)

551,333

(8.7)

800,508

(10.4)

 자료: 통계청, 2001

인구구조의 노령화 추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지표인 평균수명은, 1991년의 

남자 67.7세, 여자 75.9세, 전체 71.7세에서 2000년에는 75.9세로 늘어났고, 2010

년에는 78.8세, 2020년에는 80.7세, 2030년에는 81.5세로 연장될 것으로 전망되

는데, 여자의 경우는 2000년에 이미 80세에 근접하 고, 2010년에는 82.2세가 

될 것이다(표 4).

표 4. 우리 나라 인구의 평균수명 추이                     (단위: 세)

1991 2000 2010 2020 2030

 전 체

 남 자

 여 자

71.7

67.7

75.9

75.9

72.1

79.5

78.8

75.5

82.2

80.7

77.5

84.1

81.5

78.4

84.8

 자료 : 통계청,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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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대구성

노인인구 3,347천명 중 29.9%인 1,001천명이 3세대가구에 가장 많이 분포

하고 있고 다음이 1세대가구(28.7%), 2세대가구(23.9%)순이며 노인 혼자 사는 1

인가구도 543천명으로 전체의 16.2%를 차지하고 있다(표 5). 1995년에 비하여 

3세대 이상 가구는 크게 감소(△8.8%p)하고 1세대 가구는 5.4%p, 혼자 사는 1

인 노인가구는 2.9%p 증가하 다. 가족의 지지가 더욱 필요한 고령노인 인구

에서 1인가구와 비혈연가구가 더욱 늘어나고 있다.

표 5. 노인인구의 세대구성별 분포                (단위: 천명, %, %p)

1995 구성비 2000 구성비 구성비
증  감

  계      2,624    100.0      3,347    100.0     -

  1세대가구       610     23.3       960     28.7      5.4

  2세대가구       602     23.0       799     23.9      0.9

  3세대가구      1,008     38.4      1,001     29.9     -8.4

  4세대이상가구        33      1.3        29      0.9     -0.4

  1인가구       349     13.3       543     16.2      2.9

  비혈연가구        21      0.8        15      0.4     -0.4

 자료: 통계청,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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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노인인구의 보건의료특성

1. 보건학적 특성

개인이 노령화로 인해 겪게 되는 여러 가지 변화 중 가장 뚜렷한 보건학

적 특징으로는 신체적 노화와 심리적 취약성을 꼽을 수 있다. 이 중 신체적 노

화란 고령화에 따른 신체 각 장기(臟器)의 기능적 저하와 장기간 조절기능의 

퇴화를 의미한다. 이러한 신체적 특성의 변화는 상대적으로 질병에 이환 될 가

능성을 높이고 회복력도 약화시키기 때문에 장기적인 치료를 요하는 경우가 

많게 된다. 노령화 사회에 접어든 각국의 보건정책에서 노인의료비 등에 관한 

문제가 중요한 이유도 이에 연유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예외는 아

니다. 이러한 보건학적 특징 이외에도 소득능력의 상실로 인한 빈곤, 가정이나 

사회에서의 역할 상실이나 고독 등 노인들이 당면한 삶의 부정적인 요소가 동

시에 존재하게 되는 문제점도 있다. 그러나, 국가 전반적인 소득수준의 변화는 

실제적인 노인인구의 경제활동 참가와 경제력의 향상을 가져왔고, 고령 연령층

의 의료를 포함한 다양한 소비형태를 바꾸어 놓았다. 뿐만 아니라 국민 연금의 

확대와 개인연금 등으로 노후 경제 보장수준은 증가하고 있으며 복지수준의 

향상으로 소득이 낮은 노인인구에 대한 의료보호 수준 또한 향상되고 있다(송

종, 1998). 그러나 노인인구의 급격한 증가는 노인부양지수나 노인의료비의 

증가를 가져와 사회 경제, 보건의료의 측면에서 부정적인 향이 크기 때문에 

고령화 사회나 고령사회의 나라들은 노인의 의료이용에 대한 연구를 많이 시

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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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료이용관련 요인

일반적으로 의료이용도에 향을 주는 요인들로는 질병과 관련된 의료필

요도 요인, 경제적 요인, 사회인구학적 요인, 기타 요인 등이 있는데 현재의 노

인들의 의료에 대한 욕구를 증가시킨 원인은 다양하다. 만성․대사성 질환 또

는 퇴행성 질환이 주를 이루고 있는 노인성 질환이 노인들의 의료에 대한 직

접적인 욕구를 증가시키고 있다. 그리고 사회의 변화와 함께 교육 문화수준의 

향상으로 삶의 질에 대한 욕구 또한 증가하고 있어, 노인인구의 의료서비스 이

용이 증가하 다.

노인의 의료이용에 향을 주는 요인 중 하나는 연령으로서 다른 연령층

의 의료이용 행태와 차별화 된다고 할 수 있다. 연령별 질병발생은 생물학적 

특성상 연령이 높아질수록 만성병의 발생이 많으며 반대로 연령이 낮을수록 

급성상병의 발생이 많다. 선진국의 경우 의료이용도는 10대 후반 또는 20대에

서 가장 낮고, 0-4세 및 70세 이상에서 가장 높은 U자형의 곡선분포를 이룬다

(Ohmura, 1978). 우리나라의 경우도 노인인구의 의료이용이 높아지면서 연령별 

의료이용 양상이 선진국과 같은 U자형으로 변화하 다(김병익 외, 1990). 

의료이용에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은 상병수준, 즉 의료필요도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의학기술의 발달에 따라 질병양

상이 많이 변모되어 양실조나 급성전염성 질환에 의한 이환율이나 사망률은 

급속히 감소되고 있다. 반면에 만성질환 중에서도 성인병의 성격이 강한 만성

질환의 유병률 및 이로 인한 사망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특히 노인은 다른 

연령군과 비교할 때 만성질환으로 고통받는 비율이 높으며 만성퇴행성질환을 

가질 확률이 높다. 고액진료비 환자의 특성을 비교 분석한 결과(강선희, 1995), 

노인고액진료비 환자의 3.7%를 차지하는 담석증을 제외하고는 건강보험환자의 

10대 상병이 거의 만성퇴행성질환이다. 21세기에는 만성퇴행성 질환 중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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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뇌혈관질환이 점차 감소하기 시작하여 20-30년 뒤에는 

2/3∼1/2수준으로 감소하고, 허혈성 심질환은 증가가 가속화 될 것이며, 고혈

압성 질환과 당뇨병은 점진적으로 계속 증가되어 관리대상의 주류를 이룰 것

으로 보인다. 인구의 고령화와 함께 점차 그 규모가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질

환군은 퇴행성 관절염을 포함하는 근골격계 질환이며, 이로 인한 무능력이 노

령군의 주 보건문제가 될 것이다(노인의학개론, 1998). 또한 노인환자들은 하나

의 질환이 생긴 이후에 연속해서 또 다른 질환들이 흔히 뒤따르기 때문에 의

료이용 횟수가 증가하고 이에 따라 의료서비스의 강도도 달라지게 된다(서울대

학교출판부, 1997).

상병수준은 그에 앞선 선행요인으로 인구학적, 사회경제적 요소들의 향

을 받아 최종적으로 의료이용으로 이어진다(유승흠 등, 1987). 일반적으로 의료

서비스의 이용을 결정하는 데에는 인구의 특성, 의료체계의 성격이나 의학기술

의 수준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관여하고 있다. 특히 입원결정이 내려진 

후 환자들이 받는 의료이용의 내용은 공급자가 절대적인 향력을 미치므로 

공급자 요인의 중요성도 고려해야 한다. 기존의 연구에서 일관되게 확인된 사

항으로는 비슷한 질환의 사례와 중증도를 가진 경우라도 입원진료비는 병원에 

따라 2∼5배까지 차이가 난다는 것이었다(김윤아, 1993). 미국의 경우 전체 의

료비 지출의 80% 이상이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의사개

인의 특성에 따라 진료행위가 향을 받는다는 것은 외국의 여러 연구에서 입

증되었다(Greenwald, 1984). 또 다른 견해로는 진료비 지불제도와 같은 구조적

인 요인이 더 중요한 요인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보수지불제도가 의료제공자의 

진료행위에 향을 미치며, 특히 행위별수가제 하에서 의료서비스의 과잉이용 

경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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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인의 의료이용 수준

보건의료 역에서의 노인 인구에 대한 과제는 특히 의미가 크다. 그 이유

로는 첫째, 노인들은 의료 이용수준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노인들은 신체 기

능이 저하되고 유병률이 높아 보건의료비용에서 차지하는 크기는 매우 크다(표 

6). 국민건강보험 적용 인구의 6.6%를 차지하는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진료비 

총액의 17.5%를, 입원 비용의 경우 22.9%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비용의 크

기는 노인인구의 증가라는 양적인 측면 뿐 만 아니라 강도의 증가에서도 찾을 

수 있다(그림 2). 노인인구를 포함한 전체 인구의 1인 평균 총진료비는 90년도 

대비 5.3배 가량 증가하 으나, 65세 이상 노인은 8.1배 증가하 다. 또한, 

70-74세군과 75세 이상군의 증가가 가장 두드러진 것을 볼 수 있다. 둘째, 노인

들 대상의 독립적인 보건의료서비스 체계를 필요로 한다. 노인질환은 한번 발

병하면 회복이 어려우며 비가역적인 장애로 남으며, 평소에 만성 질병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아 필요로 하는 서비스는 급성치료서비스보다 장기요양서비스

이다. 이러한 이유들로 현재의 건강보험체계와 다른 (혹은 포함된) 노인의료의 

특성을 반 한 장기요양서비스체계와 이러한 추가적인 체계를 구성하기 위한 

각 자원들을 필요로 한다.  

표 6. 건강보험 적용인구와 진료비의 연령별 구성비                    단위 : % 

연령 적용인구 입원진료비 외래진료비 약국비용 진료비총액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65세 미만  93.1  75.7  86.1  81.2  82.3

65세 이상   6.9  24.3  13.9  18.2  17.7

 75 +   2.2   8.2   3.7   5.2   5.2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통계연보,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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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우리나라 노인 인구 1인당 총진료비 추이 (1990-2001)

자료원 : 의료보험통계연보 1990-1998, 건강보험통계연보 1999-2001

주) 1990년 인구수를 기준(100)으로 계산한 값임

우리나라 인구의 의료이용 수준을 살펴보면, 1988년도에 전체 인구 수진율

은 2.41% 고, 65세 이상 노인의 수진율은 2.35% 다. 그러나 1989년 전국민의

료보험 실시를 기점으로 전체인구의 수진율에 비하여 노인인구의 수진율이 높

아지기 시작하여, 1993년 전체인구 3.68%, 노인인구 4.51%로 노인인구의 수진

율이 전체인구의 수진율을 초과하게 되었다. 1993년 노인 1인당 일당진료비는 

외래는 전체 3,465원, 65세 이상 2,834원으로 오히려 전체인구 집단에 비하여 

낮고, 입원의 경우 전체 38,696원, 65세 이상 40,884원으로 그 차이가 미미하기

는 하지만 노인의료비가 더 많았다. 65세 이상 노인은 1995년 전체 인구의 

5.6%인 248만명이었으나, 2000년에는 7.1%인 337만명으로 늘어났고 이들의 병

의원 진료건당 비용은 40,675원으로 전체 인구의 건당진료비 27,452원의 1.5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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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특히 남자노인의 건당 진료비는 48,271원으로 여자노인의 36,512원보다 

의료이용 수준이 높았다(국민건강공단, 1990∼2001).

2001년도 건강보험통계연보를 바탕으로 연령을 65세 미만 대비 65세 전체 

노인과 75세 이상 노인의 수진률과 1인당 진료비를 분석하면 표 7와 같다. 75

세 이상 노인이 전체 노인인구에 비하여 입원률과 1인당 입원비용이 더 높으

나, 다른 항목은 더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7. 연령계층별 노인의 보험의료이용과 진료비

65세 미만 65세 이상 (75세 이상)

연간 진료건수(건)

   입원(100인당) 4 25 28

   외래(1인당) 3 12 11

연간 1인당 진료비(천원)

   입원 77 334 353

   외래 175 380 312

   약국 88 269 230

   총진료비 340 983 895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통계연보, 2001

표 8은 65세 이상 전체노인과 75세 이상 노인의 의료이용도와 1인당 진료비

를 65세 미만 인구 대비로 살펴본 것이다. 65세 이상 노인이 비노인 집단에 비

하여 입원 수진률이 7.2배, 외래수진률이 4.8배 다. 또한 1인당 입원비용은 4.3

배, 외래비용은 2.2배, 약국비용는 3.1배, 그리고 1인당 총진료비는 2.9배 다. 75

세 이상 노인의 경우, 65세 전체 노인인구에 비하여 입원에 대해서만 차이가 더 

컸고, 다른 항목에서는 적었다. 



- 16 -

표 8. 65세 미만 인구대비 노령인구의 수진율과 1인당 진료비

65세 이상/65세 미만 75세 이상/65세 미만

수진율

   입원 7.2 8.0

   외래 4.8 4.1

1인당 진료비

   입원 4.3 4.5

   외래 2.2 1.8

   약국 3.1 2.6

   총진료비 2.9 2.6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통계연보, 2001

노인의 보험진료이용과 진료비 지출이 다른 연령층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더 

빨리 증가하는 것은 다음의 표 9를 통하여 알 수 있다. 65세미만 인구 대비 65

세 이상 노인의 수진률과 1인당 진료비가 연차적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사

실이 이러한 경향을 말해주고 있다. 1990년과 2000년 사이에 두 인구 계층의 비

가 입원수진률은 1.7에서 3.0으로, 외래 수진률은 1.1에서 2.0으로, 1인당 진료비

는 1.8에서 2.8로 증가했으며, 일본의 경우 1993년에 입원수진률 6.3, 외래수진률 

2.5, 1인당 진료비가 4.9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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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65세 미만 인구대비 65세 이상 노인의 수진율과 1인당 진료비

             연도
65세 이상/65세 미만

입원수진율 외래수진율 1인당 진료비

한국 1990 1.7 1.1 1.8

1993 1.9 1.2 2.1

1998 2.4 1.9 2.7

2000 3.0 2.0 2.8

일본 19931) 6.3 2.5 4.9

1) 의료보험관리공단. 주요국의 고령자 의료보장제도, 1996, p. 118

   자료 : 의료보험연합회. 의료보험통계연보, 1990, 1993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통계연보, 1998, 2001

노인들은 유병률이 전체 인구에 비하여 매우 높고(표 10), 의료이용률 또한 

매우 높으나, 실제로 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료를 받지 않는 미치료율 역시 

매우 높아 건강 취약계층으로 간주된다.

 

표 10. 노인 및 저소득층의 2주간 유병률과 의료이용률       (단위: %)

유병률(A) 의료이용률(B) 미치료율(A-B)

 65세 이상 노인 84.4 41.2 43.2

 저소득층1) 65.4 33.0 32.4

 전체 인구 54.9 30.6 24.3

 1) 월 평균 가구소득 50만원 이하

 자료: 1998년도 국민건강․ 양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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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인구의 만성질환 및 조기사망 위험 요인과 관련된 항목들을 살펴보면 

표 11과 같다.  노인들은 신체적 조건이나 사회적 수준이 상대적으로 취약하여 

건강 위해 요인에 노출되었을 때 만성질병이나 장애를 겪게 되거나 조기사망

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표 11. 대상별 주요 건강지표                            (단위: %, 일)

구분 전체 남 여 노인 청소년1)

 연간 만성질환유병률 56.0 53.9 57.9 88.0 39.6

 연간 1인당 활동제한일  8.7  7.5  9.9 41.1 2.2

 2주간 외래이용률 30.6 27.9 33.2 41.2  2.9

 1) 7-18세 연령층임.

 자료: 1998년도 국민건강․ 양조사

노인의 86.7%가 만성질환을 한 가지 이상 앓고 있으며, 가장 유병률이 높

은 질환은 관절염이고(43.4%), 관절염이 있는 노인 중 84.4%가 일상생활에 지

장을 경험하고 있다. 만성질병으로 인한 의료비 부담이 커 매우 부담이 된다고 

응답한 노인의 비율은 18.4%이며, 조금 부담이 된다고 응답한 노인의 비율도 

38.8%에 달하고 있다(정경희 등, 1998).

만성질환으로 인하여 노인이 겪고 있는 가장 큰 어려운 점은 진료비나 약

값이 많이 들어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점(36.3%), 교통이 불편하고 교통비가 많

이 든다는 점(8.6%), 의료기관에 갈 때 도와줄 사람이 없어 어렵다(4.8%), 간호

와 수발해 줄 사람이 없다(4.1%)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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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노인의 기능상태

노인의 각종 기능은 일반적으로 청·장년기에 비해 최저 30% 이하로 떨어

지게 된다. 각종 근력은 청·장년기에 비해 60-70%로, 운동조절 능력은 50%대로 

떨어지며, 한번 체중이 떨어지면 다시 회복되는 능력은 청장년기에 비해 20%

대에 불과하다. 노인인구의 거동불편 정도를 보면, 바깥활동을 혼자 할 수 있

는 노인이 92.4%이나, 집안 및 바깥활동을 혼자 할 수 없는 노인이 5.1%이다

(통계청, 2001). 성별로 남자는 집안 및 바깥활동에 혼자서 할 수 있는 경우가 

95.4%,  93.6%로 여자(94.5%, 91.6%)보다 다소 높은 편이다. 연령대별 거동불편

정도는 나이가 많아질수록 집안 및 바깥활동의 혼자서  할 수 있다는 비율이 

낮아지며, 모든 연령층의 절반이상이 집안 및 바깥 활동을 하고 있다(표 12).  

90세 이상의 고령층은 집안 및 바깥활동을 혼자서 할 수 없는 경우가 32.6%에 

달한다.

표 12. 연령별 거동불편정도                          (단위 : 천명, %)

계

집안활동 혼자 할 수 있음

집안․바깥활동 모두

혼자 할 수 없음
바깥활동

혼자 할 수 
있음

혼자 할 수 
없음

 계 3,371  94.9 92.4 2.5  5.1

 남 자 1,287 95.4 93.6 1.8  4.5

 여 자 2,084 94.5 91.6 2.9  5.5

 65∼69세 1,376 97.7 96.7 1.0  2.2

 70∼79세 1,519 95.2 92.8 2.4  4.8

 80∼89세 433 87.2 80.6 6.6 12.7

 90세이상 43 67.3 55.7 11.5 32.6

 자료: 통계청,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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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노인들에 있어 질환의 유병여부와 더불어 기능상태가 주요한 건

강 수준을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 노인들의 종합적인 활동제한 상태를 살펴보

면, 약 15%의 노인이 집밖 출입하기, 전화걸기, 버스타기, 집안일하기 등의 ‘도

구적 일상생활 수행능력(IADL)'에 일부 제한을 받고 있으며, 모두 제한을 받고 

있는 노인도 10%나 있다(표 13). 

걷기, 일어서기, 앉고 서기, 옷갈아입기, 세수하기, 밥먹기, 화장실 사용하기 

등 ‘일상생활수행능력(ADL)'에 일부 제한이 있는 노인이 11%, 모두 제한을 받

는 경우가 4%이다. 이들은 장기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으로 장기요양시설

이나 재가보건서비스의 수요자라고 할 수 있다.

표 13. 지역, 성, 연령별 노인의 종합적인 활동제한 상태        (단위: %)

구분
IADL
일부제한

IADL
4개모두제한

ADL
일부제한

ADL
6개모두제한

 전체 노인 14.95  9.95 10.77 4.20

 지역별
도시

농촌

16.91

12.42

11.09

 8.48

11.82

 9.41

4.63

3.66

 성별
남

여

11.12

17.25

 7.47

11.44

 8.32

12.23

3.49

4.63

 연령별

65∼69세

70∼74세

75세 이상

 5.80

10.53

30.09

 3.16

 5.79

21.98

 4.73

 8.31

20.35

1.69

2.97

8.39

 자료 : 1998년도 국민건강․ 양조사

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호 욕구실태조사 및 정책방안(2001) 

연구에서 대한노인병학회에서 개발한 일상생활수행능력 척도를 사용하여 우리

나 라 지역사회 노인들의 기능상태를 조사하 다. 표 14에서는 일상생활수행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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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수준을 살펴보고 있다. 일상생활수행능력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조사 항목으

로는 옷입기, 세수하기, 목욕하기, 식사하기, 이동하기, 화장실 사용하기 및 대

소변 조절하기(실금)의 7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7개 항목의 동작 중에서 가장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은 목욕으로 9.5%

의 노인이 스스로 목욕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대소변 조절

하기(실금)로 5.4%의 노인이 소변울 가리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

다. 그리고 세수하기(5.0%)와 옷입기(4.2%)에서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으

로 나타났는데, 대체적으로 어려움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식사하기, 화장

실 사용하기, 이동하기로 각각 3.2%, 3.1% 및 2.3%의 노인이 그러한 동작을 스

스로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소변 조절하기(실

금) 동작을 제외한다고 하는 경우에는 이동하기, 화장실사용하기 및 식사하기

의 그룹과 목욕하기, 세수하기 및 옷입기의 그룹으로 크게 나눌 수 있으며, 후

자의 동작을 스스로 수행하지 못하고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을 받아야만 가능

한 노인을 일반적으로 ‘완전와상노인’으로 부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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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노인의 특성별 일상생활수행능력

   구분 전체
성 연령

남자  여자 65∼69세 70∼74세 75세 이상

옷입기

  도움없이 혼자서 가능함  95.8  95.0  96.3  97.3  97.1  92.8

  부분적으로 가능함   2.4   3.1   2.0   1.6   1.6   4.1

  전혀 할 수 없음   1.8   1.9   1.7   1.1   1.2   3.1

세수하기

  도움없이 혼자서 가능함  95.0  94.8  95.1  97.1  97.1  90.6

  세수, 양치질은 가능하나 
   머리감기는 불가능

  3.1   3.0
 

  3.1   1.8   1.8   5.7

  전혀 할 수 없음   1.9   2.1   1.8   1.1   1.1   3.7

목욕하기

  도움없이 혼자서 가능함  90.5  91.3  90.0  95.4  93.3  82.1

  샤워는 가능, 때 기는 불가능   5.9   4.8   6.6   2.7   4.8  11.0

  전혀 할 수 없음   3.6   3.9   3.4   2.0   2.0   6.9

식사하기

  도움없이 식사 가능  96.8  96.5  97.0  98.0  98.0  94.3

  타인의 도움으로 혼자 식사가능   2.4   2.8   2.1   1.5   1.8   4.0

  전혀 할 수 없음   0.8   0.6   0.9   0.5   0.2   1.6

이동하기

  도움없이 방밖 출입 가능  97.7  98.0  97.5  98.8  98.5  95.6

  타인의 도움으로 혼자 스스로
   방밖 출입 가능

  1.0   0.8   1.1   0.5   0.7   2.0

  전혀 할 수 없음   1.3   1.2   1.3   0.6   0.8   2.4

화장실 사용하기

  도움없이 화장실 출입가능  96.9  96.8  96.9  98.2  98.1  94.2

  타인의 도움으로 스스로 대소변
   처리 가능

  1.5   1.8   1.4   1.0   0.9   2.7

  전혀 할 수 없음   1.6   1.4   1.7   0.8   0.9   3.1

대소변 조절하기(실금)

  대소변을 스스로 조절가능  94.6  95.1  94.3  96.9  96.1  90.5

  대소변을 가끔 실패   4.2   3.7   4.4   2.7   3.1   6.9

  전혀 할 수 없음   1.2   1.2   1.2   0.4   0.7   2.6

 계 (명)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5,058) (1,911) (3,147) (2,049) (1,368) (1,641)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노인장기요양보호 욕구실태조사 및 정책방안.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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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구적 일상생활수행능력 척도 또한 대한노인병학회에서 개발한 것을 사

용하 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1). 몸 단장하기, 집안일 하기, 식사준비하기, 

빨래하기, 근거리 외출하기, 교통수단 이용하기, 물건사기, 금전관리하기, 전화

사용하기, 약 챙겨 먹기 등 10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측정수준도 보다 구

체적인 행동을 제시하고 그러한 행동을 수행할 수 있는가를 질문하는 방법으

로 하 다. 기본적으로는 3단계 방법을 이용하 으나, 교통수단 이용하기, 물건

사기, 전화사용하기 동작에서는 행동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4단계 방법으로 질

문하는 것으로 하 다(표 15).

10개 항목의 동작 중에서 가장 많은 노인이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은 

금전관리하기로 35.8%의 노인이 혼자서 금전을 관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

으며, 그 다음으로 전화사용하기와 교통수단 이용하기로 각각 23.3% 21.4%의 

노인이 전화를 걸고 받거나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장거리를 이동하는데 어려움

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어려움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

으로 몸단장하기, 약 챙겨 먹기로 각각 6.9%, 6.0%으로 노인이 그러한 동작을 

스스로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수단적 일상생활수행능력에서 기본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는 동작으

로 집안일 하기, 식사준비하기, 빨래하기 및 물건사기를 들 수 있으며, 대체적

으로 이러한 수행능력에 제한이 있어 타인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노인이 각각 

9.9%, 12.4%, 12.1% 및 10.4%로 나타나 서로 유사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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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노인의 특성별 도구적 일상생활수행능력

   구분 전체
성 연령

남자  여자 65∼69세 70∼74세 75세 이상

몸단장하기

  도움없이 혼자서 가능함  93.1  94.1  92.4  96.5  95.5  86.8

  부분적으로 가능함   4.1   3.1   4.8   1.8   2.8   8.1

  전혀 할 수 없음   2.8   2.8   2.8   1.7   1.8   5.1

집안일하기

  도움없이 혼자서 가능함  90.1  89.8  90.2  95.0  93.1  81.4

  타인의 도움으로 가능함   5.1   5.1   5.1   2.4   4.2   9.1

  전혀 할 수 없음   4.8   5.0   4.7   2.6   2.7   9.5

식사준비하기   

  도움없이 혼자서 가능함  87.6  86.3  88.4  94.3  91.8  75.7

  타인의 도움으로 가능함   6.5   7.3   6.0   2.9   4.5  12.6

  전혀 할 수 없음   5.9   6.4   5.6   2.8   3.7  11.7

빨래하기

  도움없이 빨래 가능함  87.9  87.1  88.3  94.5  92.3  75.9

  타인의 도움으로 가능함   6.2   5.8   6.5   2.4   4.5  12.5

  전혀 할 수 없음   5.9   7.2   5.1   3.1    3.3  11.6

근거리 외출하기

  도움없이 외출 가능함  89.0  92.1  87.1  95.3  93.2  77.6

  타인의 도움으로 가능함   8.1   5.3   9.8   3.3   5.1  16.5

  전혀 할 수 없음   2.9   2.6   3.1   1.4   1.7   5.9

교통수단 이용하기

  도움없이 교통수단이용 가능함  78.6  87.1  73.4  89.4  84.9  59.8

  타인의 도움으로 버스, 지하철이용 가능함  13.0   6.8  16.7   7.0   9.9  23.1

  타인의 도움으로 버스, 지하철이용 가능함   6.6   4.9   7.7   2.9   4.2  13.3

  전혀 할 수 없음   1.8   1.2   2.2   0.7   1.0   3.8

물건사기

  도움없이 혼자서 가능함  89.6  92.1  88.0  95.7  93.7  78.4

  일부품목에 한하여 스스로 물건 구입 가능함   4.8   3.2   5.8   1.8   3.8   9.5

  타인의 도움으로 물건구입이 가능함   2.1   1.6   2.4   0.9   0.9   4.7

  전혀 할 수 없음   3.5   3.1   3.7   1.6   1.5   7.4

금전관리하기

  도움없이 혼자서 가능함  64.2  82.9  52.8  77.6  66.5  45.5

  부분적으로 가능함  30.6  12.7  41.5  20.2  30.9  43.4 

  전혀 할 수 없음   5.2   4.4   5.7   2.1   2.6  11.2

전화사용하기

  도움없이 혼자서 가능함  76.7  89.0  69.3  88.8  81.7  57.3

  일부의 전화번호만 걸을수 있음   8.4   3.3  11.5   5.9   9.5  10.8

  전화를 받을수 있지만, 걸지는 못함  10.6   3.9  14.7   3.8   7.1  22.1

  전혀 할 수 없음   4.3   3.8   4.5   1.5   1.8   9.8

약 챙겨먹기

  도움없이 혼자서 가능함  94.0  94.3  93.8  97.4  96.6  87.6

  약준비의 도움으로 가능함   3.0   2.6   3.3   1.1   1.9   6.3

  전혀 할 수 없음   3.0   3.1   2.9   1.5   1.5   6.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5,058) (1,911) (3,147) (2,049) (1,369) (1,640)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노인장기요양보호 욕구실태조사 및 정책방안.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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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장기요양대상 노인 현황 및 추계

가족의 수발에 의존하거나 본인이나 가족의 비용에 의한 만성질환노인이

나 장애노인에 대한 요양부담은 현재 심각한 사회적 위험으로 잠복하고 있으

며, 향후 이러한 위험이 현실화되면서 사회적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장기요양 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의 규모는 2003년 현재 시설보호 필요노인

이 7만8천명, 재가보호 필요노인이 51만9천명으로 추산된다. 

2020년경에는 시설보호가 필요한 노인은 14만명, 재가보호 필요노인 100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16. 장기요양이 필요한 65세 이상 대상자 추계

시  설 재   가

최중증 중증 합계 최중증 중증 경증 치매 합계

2003 22,573 55,265 77,837 22,504 102,797 197,656 195,672 518,629

2010 29,388 71,950 101,338 30,062 137,322 264,040 261,389 692,812

2015 34,721 85,006 119,726 35,976 164,336 315,981 312,809 829,101

2020 41,480 101,554 143,033 43,472 198,575 381,817 377,983 1,001,847

 자료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1.

 

장기요양 필요노인에 대한 서비스의 잠재적 비용은 2003년 현재 약 4조원

이다. 이중 시설보호에 필요한 비용은 1조원, 재가보호에 필요한 비용은 3조원 

정도이다. 2020년경에는 2002년 현재가격 기준으로 8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전

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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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7. 노인요양보호를 위한 잠재비용 전망
1)
                   단위 : 백만원

시 설 재 가
총합계

최중증 중증 합계 최중증 중증 경증 치매 합계

2003 522,850 626,990 1,149,840 201,933 854,338 1,204,589 928,477 3,189,337 4,339,177 

2005 569,864 683,369 1,253,233 222,131 939,793 1,325,078 1,021,348 3,508,351 4,761,584 

2010 680,709 816,292 1,497,001 269,753 1,141,270 1,609,154 1,240,308 4,260,484 5,757,486 

2015 804,226 964,410 1,768,636 322,818 1,365,778 1,925,704 1,484,299 5,098,599 6,867,235 

2020 960,782 1,152,150 2,112,932 390,078 1,650,342 2,326,930 1,793,558 6,160,908 8,273,840 

 자료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1.

 1) 2002년 현재가격

고령화에 따른 노인의료비 부담은 장기적으로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

이며, 노인의료비의 상당 부분이 가정내에 잠재화되어 있고, 잠재화된 비용들

이 의료이용으로 표출되면서 건강보험․의료급여 등의 재정을 압박하는 경향

은 갈수록 심화될 것이다. 지난 10년간의 건강보험제도하에서의 노인의 의료이

용 증가는 이러한 예측을 뒷받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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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일상생활수행능력과 도구적 일상생활수행능력의 노인

환자군 분류기준 활용 현황

1. 선진국의 장기요양서비스체계 및 급여체계 

우리나라와 유사한 사회보험제도 방식으로 운 되고 있는 독일과 일본을 

예로 들어 각 국가의 서비스 등급과 서비스별․등급별 지급기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독일의 장기요양수가체계

우선, 독일의 요양서비스 등급은 ADL의 2개 이상의 제한과 IADL의 도움

을 필요로 하는 빈도에 따라 3등급으로 나뉜다. 1등급은 요양의 정도가 가장 

약한 상태로서 지속적으로 매일 1회 최소 1회 ADL의 도움과 추가적으로 1주

일에 여러 차례 IADL의 도움이 필요하고, 2등급은 매일 1일 최소 3회 이상 

ADL의 도움과 추가적으로 1주일에 여러 차례 IADL의 도움이 필요하며, 3등급

은 요양의 정도가 가장 심한 상태로서 24시간 ADL의 도움과 추가적으로 1주

일에 여러 차례 IADL의 도움이 필요하다(표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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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8. 독일의 요양서비스 등급

등급
요양서비스 

욕구수준
 ADL/IADL 수준 ADL 도움 빈도 IADL 도움 빈도

1등급  경증

 ADL의 두 개 이상의 

 제한과  IADL의 도움

 을 필요로 함

1일 최소 1회  1주일에 여러 차례

2등급  중증 " 1일 최소 3회이상 "

3등급  최중증 " 24시간 도움 필요 "

* 자료: 사회보장법령집 제15장.

또한 독일의 장기요양보험의 급여는 재가서비스와 시설서비스로 구분되며, 

시설이나 재택에 간병인이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받는 현물급여와 가족이나 

친족에 의해 간병을 받는 현금급여가 제공되고 있다. 서비스별․등급별 요양비 

지급기준은 아래 표 17과 같다.

표 19. 독일의 장기요양 서비스별ㆍ등급별 요양비 지급기준          단위:€ 유로

지  출 등급 I 등급 II 등급 III

보충급여(요양필요자) 연간 급여비 460 460 460

완전시설요양 월간 장기요양급여 1,023 1,279
1,432

(1,688)

완전시설 장애자 요양 장기요양급여  자택요양비용의 10%, 월간 최대 256€

 1) 총 1.432유로까지 명예직 장기요양급여제공자에게 지급

 자료 : Bundesministerium für Gesundheit,「Zahlen und Fakten zur Pflegeversicherun

g」, 2002.04

 

나. 일본의 장기요양수가체계

일본의 개호서비스 등급은 6등급으로 나뉜다. 지원필요는 치매에 있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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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되지 않아 신체적 측면에 대해서만 지원을 필요로 하는 등급에 해당하

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개호필요 5가지는 신체적인 측면과 치매적인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 등급이 나뉜다(표 18).

표 20. 일본의 개호필요상태 및 지원필요 상태 

개호

필요도
상태의 예

지원 

필요

◦ 보행 및 기립동작에 불안정을 보이며, 손발톱 자르기, 목욕시 욕조출입 

및 목욕 등에 일부 도움이 필요한 상태로 남은 능력을 유지 회복시키기 

위한 지원이 필요  

개호

필요 1

◦ 신체면: 기립동작 및 보행 등이 불안정하며, 배설․목욕․옷갈아입기․약 

복용 등에 일부 도움이 필요한 상태

◦ 치매면: 기억하지 못하는 일이 가끔 나타나는 상태

개호

필요 2

◦ 신체면: 기립동작 및 보행 등이 거의 자력으로 불가능하고 배설․목욕․

옷갈아입기에 도움이 필요한 상태

◦ 치매면: 물건을 잃어버리거나 일과를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

개호

필요 3

◦ 신체면: 기립동작 및 보행이 자력으로 불가능하며, 배설․목욕․옷갈아입

기에 전면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

◦ 치매면: 물건을 잃어버리는 일 및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에 무관심하게 되

는 상태이고 개호에 대한 저항도 보이는 등 중도의 개호가 필요한 상태

개호

필요 4

◦ 신체면: 일상생활능력이 매우 저하되어서, 배설․목욕․옷갈아입기에 전

면적인 도움이 필요하고 식사시에 일부 도움이 필요한 상태

◦ 치매면: 주야 생활의 반대 및 개호에 대한 저항도 보이고 배회도 보이는 

상태

개호

필요 5

◦ 신체면: 일상생활동작의 전반에 걸쳐 과중한 도움이 필요한 상태

◦ 치매면: 의사전달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

특별요양노인홈, 노인보건시설, 요양형 병상군 등 시설서비스의 개호상태 

수준별 급여단위는 표 19와 같다. 이는 개호필요자에게 도움을 주는 간병인의 

보수는 지역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를 반 하기 위해서 개호보수를 단위

로 표시한 후에 지역마다 한 단위당의 단가를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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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개호상태수준별 급여 단위                      단위 : unit (약 10엔)

개호필요이외 개호필요1 개호필요2 개호필요3 개호필요4 개호필요5

 ① 개호노인복지시설 

    (특별요양노인홈)      

신규입소자 - 796 841 885 930 974

기존조치제도 입소자 796 866 950

 ② 개호노인보건시설 

    (노인보건시설)

880 930 980 1,030 1,080

 ③ 개호요양형 의료시설 

    (요양형 병상군 등)

1,048 1,088 1,128 1,168 1,209

  식  비   기본식사서비스비 2,120엔/일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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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미국의 장기요양수가체계

미국의 장기요양수가체계인 RUG(Resource Utilization Group)-III에서도 일

상생활수행능력은 주요한 환자군 분류 변수로 사용되고 있다. 미국의 환자군분

류 체계에서 사용하고 있는 일상생활수행능력은 변수를 최소화시킨 4개의 항

목으로 구성된다. 동작 능력, 배변처리능력, 이동능력, 식사능력의 4항목을 4개

범주로 조사하여 최소 4점에서 최고 18점의 ADL점수를 가지게 된다(표 20). 

표 22. RUG-III의 일상생활수행능력(Activity of Daily Living) 점수 기준

 일상생활능력 변수            세 부 항 목                         점수  

 1. 동작(mobility)
∙환자 혼자 혹은 감독 하에 수행할 수 있다.

∙약간의 도움이 필요하다.

∙거의 혼자서는 할 수 없다(1명의 도움이 필요하다).

∙움직이려면 두 명 이상의 도움이 필요하다.

1점

3점

4점

5점

 2. 배변처리

   (toileting)

∙환자 혼자 혹은 감독 하에 수행할 수 있다.

∙약간의 도움이 필요하다.

∙거의 혼자서는 할 수 없다(1명의 도움이 필요하다).

∙화장실에 가려면 2명 이상의 도움이 필요하다.

1점

3점

4점

5점

 3. 이동(transfering)

∙환자 혼자 혹은 감독 하에 수행할 수 있다.

∙약간의 도움이 필요하다.

∙거의 혼자서는 할 수 없다(1명의 도움이 필요하다).

∙자리를 이동하려면 두 명 이상의 도움이 필요하다.

1점

3점

4점

5점

 4. 식사 (eating)

   

 

∙혼자 혹은 감독 하에 수행할 수 있다.

∙약간의 도움이 필요하다.

∙거의 혼자서는 할 수 없다

  (비강 양법이나 비경구적 양법 포함)

1점

2점

3점

 자료 : Fries 등. Refining a Case-Mix Measure for Nursing-Homes: Resource        

         Utilization Groups(RUG-III), Medical Care 1994;32(7) pp 668-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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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일상생활수행능력 점수는 RUG-III 체계 내에서 다양하게 이용된다. 

RUG-III는 동질적인 의료특성에 따라 대․중․세분류 3단계의 과정을 거치며, 

1단계에서 동질적인 특성을 가진 7개군으로 분류된다. 각 군의 특징과 2․3단

계로 분류하는 세부 분류 기준을 가지는데 각 각의 분류 단계에서 일상생활수

행능력이 적용되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표 21).

표 23. RUG-III의 환자군 분류기준

 대분류군      대분류 기준  중분류 기준   세분류 기준

재활집중군  재활 주당 3회, 총45분이상 재활시간/회수  일상생활수행능력

진료집중군  진료집중서비스여부  진료집중서비스수

특수진료군  특수진료서비스 여부

 일상생활수행능력 7점 이상
 일상생활수행능력

복합증후군
 복합증후서비스 여부, 

 진료집중/특수진료서비스 받으나, 

 일상생활수행능력 낮은 경우

일상생활수행능력  우울증 여부

인지장애군  인지장애, 일상생활수행능력 4-10 일상생활수행능력  재활간호서비스수

행동장애군  일상생활장애, 일상생활수행능력 4-10  재활간호서비스수

체력약화군  위의 6개 대분류에 속하지 않는 경우  재활간호서비스수

 자료: Fries 등. Refining a Case-Mix Measure for Nursing-Homes: 

 Resource Utilization Groups(RUG-III), Medical Care 1994;32(7) pp 668-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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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연구방법

제1절 연구의 틀

65세이상 노인의 일반적인 특성 및

일상생활수행능력, 도구적 일상생활 

수행능력 조사

설문조사

의료이용수준조사

『총진료비, 입퇴원일수, 입원비용, 

입원일수, 외래비용, 외래방문일수』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 자료

일상생활수행능력과 도구적 일상생활능력 수준에 따른 의료이용수준조사

       분석방법 :  χ2 test, t-test, ANOVA

의료이용수준과 일상생활수행능력, 도구적일상생활수행능력과의 관련성 조사

 분석방법 : multiple regression 

그림 3. 연구의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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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대상 및 자료

이 연구는 크게 설문조사자료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개인자격자료와 개인

급여자료가 이용되었다. 

첫째, 설문조사는 지역사회 노인조사로, 전국 65세 이상 재가노인 1,779명

을 대상으로 조사하 다. 조사원은 전국 공공근로 방문간호인력과 별도로 교육

받은 조사원을 통해 방문면접 조사 실시하고, 단위 지자체 규모별 인구비례할

당으로 표본추출하 다. 

둘째, 지역사회조사 대상 노인들의 주민등록번호와 건강보험자료와 연결하

다. 주민번호 없거나 불확실한 노인 등이 제외되어 최종적으로 연결된 자료

는 전체의 76.2%인 1,355명이었으며, 이 연구의 분석 대상자가 되었다. 보험 급

여자료는 지역사회조사가 있었던 2000년 1년 동안의 급여비를 대상으로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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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연구변수

이 연구에 사용된 독립변수는 지역사회노인조사로 연령, 성별, 한달 용돈, 

건강을 위해 쓰는 월비용, 일상생활수행능력(ADL), 도구적 일상생활수행능력

(IADL)변수가 있다.

일상생활수행능력 변수는 목욕하기, 옷 입고 치장하기, 화장실 이용하기, 

이동하기, 대소변보기, 식사하기 등 6개 변수로 구성되어 있다. 도구적 일상생

활수행능력변수로는 생필품이나 약사러가기, 전화 걸기, 버스나 전철 혼자타가. 

가벼운 집안일 등의 4가지 기능의 수행 정도를 평가하 다. 일상생활수행능력

과 도구적 일상생활수행능력 모두 각 항목당 3점 만점이다. 각 항목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전혀 어렵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가 3점, 약간 어렵다는 2점, 매우

어렵다 1점, 그리고 전혀 할수 없는 수준이면 0점으로 처리하 다. 일상생활수

행능력은 총 18점, 도구적 일상생활수행능력은 12점 만점이었다. 

종속변수는 의료이용수준변수로, 의료이용률, 입원이용률, 외래이용률, 총

진료비, 입내원일수, 입원비용, 입원일수, 외래비용, 외래방문일수가 있다. 총진

료비와 입내원일수는 전체 분석 대상자 대비와 2000년 1년 동안 의료이용을 

한 번이라도 한 이용자 대비로 나누어 분석하 다. 입원비용과 입원일수도 전

체 분석 대상자 대비와 2000년 1년 동안 입원을 한 번이라고 한 입원이용자 

대비로 나누어 분석하 다. 외래비용과 외래방문횟수도 전체 분석 대상자 대비

와 2000년 1년 동안 외래를 한번이라도 이용한 외래이용자 대비로 나누어 분

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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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연구에 사용된 변수

변   수      세부 항목

 독립변수
성별 남, 여

연령 65-69세,  70-74세,  75-79세,  80-84세,  85세이상

소득수준 10만원미만,  10-30만원미만,  30-50만원미만,  50만원이상

의료비용 없음,  5만원이하,  5만원초과-10만원이하,  10만원초과

일상생활수행능력 목욕하기

(전혀어렵지않다 3점,
약간어렵다 2점, 매우어렵다 1점,  

 전혀할수 없다 0점)

옷 입고 치장하기

화장실 이용하기

이동하기

대소변 보기

식사하기

도구적일상생활능력 생필품이나 약사러가기 

(전혀어렵지않다 3점,
약간어렵다 2점, 매우어렵다 1점,  

 전혀할수 없다 0점)

전화걸기

버스나 전철 혼자 타기

가벼운집안일하기 

일상생활수행능력수준 18점,  14-17점,  10-13점,  0-9점

도구적일상생활능력수준 12점,  9-11점,  5-8점,  0-4점

총진료비군 이용 경험 없음, ∼ 1,000,000만원이하,
1,000,000원초과 ∼ 3,000,000원이하,
3,000,000원초과 ∼ 5,000,000원이하,  5,000,000원초과

입내원일수 실수

입내월일수군 이용경험없음, ∼ 50일이하,  50일초과 ∼ 150일이하,
150일초과 ∼ 250일이하, 250일초과

입원비용 실수

입원비용군 이용 경험 없음, ∼ 1,000,000원이하,
1,000,000원초과 ∼ 2,000,000원이하,
2,000,000원초과 ∼ 3,000,000원이하,  3,000,000원초과

입원일수 실수

입원일수군 이용 경험 없음, ∼ 7일이하,  7일초과 ∼ 15일이하
15일초과∼30일이하, 30일초과

외래비용 실수

외래비용군 이용 경험 없음,  ∼ 400,000원이하,
400,000원초과 ∼ 800,000원이하,
800,000원초과 ∼ 1,000,000원이하,  1,000,000원초과

외래방문횟수 실수

외래방문횟수군 이용 경험 없음,  ∼ 30일이하,  30일초과 ∼ 60일이하
60일초과 ∼ 120일이하, 120일초과

종속변수
총진료비 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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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분석 방법

노인의 특성별 의료이용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다음의 분석 방법을 이용하

다.

첫 단계로, 연구대상자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기술분석하 다. 연구대상

자의 일반적인 특성, 일상생활수행능력 6개 항목, 도구적 일상생활수행능력 4

개 항목, 일상생활수행능력 총점, 도구적 일상생활수행능력 총점, 총진료비, 입

내원일수, 입원비용, 입원일수, 외래비용, 외래방문횟수 등이 분석대상 변수이

다.

두 번째 단계로, 특성별 의료이용률 분포를 살펴보기 위하여 카이제곱 검

정을 하 다. 일반적인 특성과 일상생활수행능력, 도구적 일상생활수행능력 수

준별 의료이용률, 입원이용률, 외래이용률을 살펴보았다.

세 번째 단계로 특성별 의료이용수준을 비교하기 위하여 분산분석을 실시

하 다. 의료이용수준은 총진료비, 입내원일수, 입원비용, 입원일수, 외래비용, 

외래방문횟수며, 일반적인 특성과 일상생활수행능력, 도구적 일상생활능력 수

준별로 의료이용수준의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이 때 의료이용수준은 

2-part model을 적용하여, 이용자 대비와 전체 연구대상자 대비로 나누어 살펴

보았다. 

네 번째 단계로 총진료비와 일상생활수행능력 및 도구적 일상생활수행능

력의 관련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다변량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이 때 통제변

수로는 연령, 성별, 소득수준이며, 모두 범주형변수로 가변수 처리하여 사용하

다.

이 연구에 사용된 통계 소프트웨어는 SAS windows 버전 8.1을 이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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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연구 결과

제1절 연구대상자의 특성

연구대상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25). 

성별은 전체 1,355명 중 남자가 416명(30.7%), 여자가 939명(69.3%)이었다. 

연령군별로는 65-69세가 410명(30.3%), 70-74세가 405명(29.9%), 75-79세가 

308명(22.7%), 80-84세가 163명(12.0%), 85세 이상이 69명(5.1%)으로 고연령군으

로 갈수록 대상자가 적은 것을 알 수 있다.

소득수준은 10만원미만이 309명(22.8%), 10만원이상 - 30만원미만이 648명

(47.8%), 30만원이상 - 50만원미만이 234명(17.3%)이었으며, 50만원 이상은 164

명(12.1%)이었다. 이 중 소득수준이 10만원이상 - 30만원미만인 대상자가 가장 

많았다. 

의료비용은 없음이 125명(9.3%)이었고 5만원 이하인 경우는 607명(44.8%), 

5만원 초과 - 10만원 이하는 267명(19.7%), 10만원 초과는 149명(11.0%), 무응답

은 207명(15.3%)이었다. 이 중 의료비용이 5만원 이하인 대상자가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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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일반적인 특성 분포

변수      세부 항목 명 %

성별 남  416 30.7

여  939 69.3

연령 65 - 69세  410 30.3

70 - 74세  405 29.9

75 - 79세  308 22.7

80 - 84세  163 12.0

85세 이상   69  5.1

소득수준 10만원미만  309 22.8

10 - 30만원미만  648 47.8

30 - 50만원미만  234 17.3

50만원 이상  164 12.1

의료비용 없음  125  9.3

0원 초과 - 5만원 이하  607 44.8

5만원 초과 - 10만원 이하  267 19.7

10만원 초과  149 11.0

무응답  207 15.3

계 1,35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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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수행능력과 도구적 일상생활수행능력 수준에 대한 연구대상자의 

분포를 결측값을 제외하고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26).

일상생활수행능력 수준은 목욕하기, 옷 입고 치장하기, 화장실이용하기, 이

동하기, 대소변보기, 식사하기 등에 대해 조사하 다. 

목욕하기의 경우 대상자 중 921명(68.3%)이 전혀 어렵지 않았고, 72명

(5.3%)이 전혀 할 수 없었으며, 옷 입고 치장하기는 전혀 어렵지 않은 대상자

와 젆여 할 수 없는 대상자 각각 1,082명(80.3%), 33명(2.5%)이었다. 

화장실 이용하기는 화장실 출입, 변기사용, 휴지사용, 옷 추슬러 입기에 대

한 능력으로 대상자 중 1,086명(80.6%)은 전혀 어려움이 없었고, 26명(1.9%)은 

전혀 할 수 없었다. 

이동하기는 침대, 의자에서 들고 나거나 앉고 서기에 대한 능력으로 1,084

명(87.5%)이 전혀 어렵지 않았고, 19명(1.4%)이 전혀 할 수 없었다.

대소변 보기는 대소변을 참거나 제시간에 보는 능력으로 1,178명(87.5%)이 

전혀 어렵지 않았으며, 14명(1.0%)이 전혀 할 수 없었다.

도구적 일상생활수행능력 수준은 생필품이나 약사러가기, 전화걸기, 버스

나 전철 혼자타기, 가벼운 집안일 하기 등에 대해 조사하 다. 

생필품이나 약을 사러 가는 경우는 대상자의 869명(64.6%)이 전혀 어렵지 

않았고, 전혀 할 수 없는 경우는 105명(7.8%)이었다. 

전화걸기는 1,106명(82.1%)이 전혀 어렵지 않았고, 57명(4.2%)은 전혀 할 수 

없었다. 

버스나 전철 혼자 타기는 772명(57.4%)이 전혀 어렵지 않았고, 156명

(11.6%)이 전혀 할 수 없었으며, 가벼운 집안일 하기는 전혀 어렵지 않은 대상

자와 전혀 할 수 없는 대상자 각각 889명(66.0%), 81명(6.0%)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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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 일상생활수행능력과 도구적 일상생활수행능력 수준 분포*

항   목 전혀어렵지않다 약간 어렵다 매우 어렵다 전혀할수없다

명 (%) 명 (%) 명 (%) 명 (%)

 일상생활수행능력

목욕하기 921 (68.3) 268 (19.9) 88 (6.5) 72 (5.3)

옷 입고 치장하기 1,082 (80.3) 172 (12.8) 61 (4.5) 33 (2.5)

화장실 이용하기1) 1,086 (80.6) 171 (12.7) 65 (4.8) 26 (1.9)

이동하기2) 977 (72.5) 251 (18.6) 82 (6.1) 37 (2.8)

대소변 보기
3)

1,084 (80.4) 184 (13.7) 61 (4.5) 19 (1.4)

식사하기 1,178 (87.5) 130 ( 9.7) 24 (1.8) 14 (1.0)

 도구적 일상생활수행능력

생필품이나 약사러가기 869 (64.6) 278 (20.7) 94 ( 7.0) 105 ( 7.8)

전화걸기 1,106 (82.1) 132 ( 9.8) 53 ( 3.9) 57 ( 4.2)

버스나 전철 혼자 타기 772 (57.4) 278 (20.7) 140 (10.4) 156 (11.6)

가벼운집안일하기 889 (66.0) 283 (21.0) 94 ( 7.0) 81 ( 6.0)

* 결측값 분석에서 제외됨

1) 화장실 출입, 변기사용, 휴지사용, 옷 추슬러 입기 등

2) 침대, 의자에서 들고 나거나 앉고 서기

3) 대소변을 참거나 제시간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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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수행능력 및 도구적 수행능력의 총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27). 

일상생활수행능력 총점을 범주별로 살펴보면 일상생활수행능력이 가장 좋

지 않은 군이라고 할 수 있는 18점이 829명(61.2%)이었고, 일상생활수행능력이 

가장 좋은 군이라고 할 수 있는 0-9점은 97명(7.2%)이었다. 

도구적 일상생활수행능력 총점의 경우에는 도구적 일상생활수행능력이 가

장 좋지 않은 군이라고 할 수 있는 12점이 677명(50.0%)이었고, 가장 좋은 군

이라고 할 수 있는 0-4점은 139명(10.3%)이었다. 

표 27. 일상생활수행능력 및 도구적 수행능력 총점 분포

변수      세부 항목 명 %

일상생활수행능력1),2),4)

18점  829  61.2

14 - 17점  296  21.9

10 - 13점  132   9.7

 0 -  9점   97   7.2

도구적 일상생활수행능력
1),3)

12점  677  50.0

9 - 11점  350  25.8

5 -  8점  189  14.0

0 -  4점  139  10.3

계 1,355 100.0

 1) 전혀어렵지않다 3점, 약간어렵다 2점, 매우어렵다 1점, 전혀할수 없다 0점

 2) 목욕하기, 옷입고 치장하기, 화장실이용하기, 이동하기, 대소변보기, 식사하기

 3) 생필품이나 약 사러 가기, 전화 걸기, 버스나 지하철 혼자타기, 

    가벼운 집안일 하기

 4) 결측치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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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대상자의 의료이용수준 분포를 각 변수의 항목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28).

총진료비의 경우에는 이용경험이 없는 대상자가 127명(9.4%)이었고, 

1,000,000원 이하인 대상자는 474명(35.0%)으로 가장 많았다. 5,000,000원 초과

인 대상자는 280명(20.7%)이었다. 

입내원일수의 경우, 50일 이하인 대상자가 463명(34.2%)으로 가장 많았고, 

50일 초과 - 150일 이하인 대상자가 356명(26.27%), 150일 초과 - 250일 이하가 

190명(14.0%)이었으며, 250일 초과인 대상자가 219명(16.2%)이었다. 

입원비용의 경우, 입원 이용 경험이 없는 경우가 920명(67.9%)으로 가장 많

았고, 2,000,000원 초과 - 3,000,000원 이하가 38명(2.8%)으로 가장 적었다. 

3,000,000원 초과인 대상자는 127명(9.4%)이었다. 

입원일수가 7일 이하인 경우는 129명(9.5%)으로 가장 많았고, 15일 초과 - 

30일 이하는 80명(5.9%)이었다. 30일 초과인 대상자는 123명(9.1%)이었다. 

외래비용의 경우, 외래 이용 경험이 없는 경우가 140명(10.3%)이었고, 

1,000,000원 초과인 대상자가 591명(43.6%)으로 가장 많았다. 

외래방문일수는 30일 이하인 대상자가 382명(28.2%)으로 가장 많았으며, 

120일 초과인 경우는 348명(25.7%)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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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8. 의료이용수준 분포                                   (단위 : 명, %)

변   수      세부 항목 명 %

총진료비 이용 경험 없음 127 9.4

              ∼1,000,000원이하 474 35.0

1,000,000원초과∼3,000,000원이하 291 21.5

3,000,000원초과∼5,000,000원이하 183 13.5

5,000,000원초과 280 20.7

입내원일수 이용 경험 없음 127 9.4

         ∼ 50일이하 463 34.2

 50일초과∼150일이하 356 26.3

150일초과∼250일이하 190 14.0

250일초과 219 16.2

입원비용 이용 경험 없음 920 67.9

              ∼1,000,000원이하 153 11.3

1,000,000원초과∼2,000,000원이하 117 8.6

2,000,000원초과∼3,000,000원이하 38 2.8

3,000,000원초과 127 9.4

입원일수 이용 경험 없음 920 67.9

        ∼ 7일이하 129 9.5

 7일초과∼15일이하 103 7.6

15일초과∼30일이하 80 5.9

30일초과 123 9.1

외래비용 이용 경험 없음 140 10.3

             ∼ 400,000원이하 295 21.8

 400,000원초과∼ 800,000원이하 238 17.6

 800,000원초과∼1,000,000원이하 91 6.7

1,000,000원초과 591 43.6

외래방문일수 이용 경험 없음 140 10.3

         ∼ 30일이하 382 28.2

 30일초과∼ 60일이하 244 18.0

 60일초과∼120일이하 241 17.8

120일초과 348 25.7

계 1,35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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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특성별 의료이용수준 비교

연구대상자의 특성별 의료이용률을 보면 다음과 같다(표 29).

연령군별로 보면, 의료이용률의 경우 70-74세군이 92.1%(373명)로 가장 높

았고, 85세이상이 89.9%(62명)로 가장 낮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는 

아니었다. 입원이용률은 가장 80-84세군까지 계속 증가하다가 85세 이상군

에서 감소하 다. 입원이용률의 연령군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 다

(p=0.000). 외래이용률은 70-74세군이 92.1%(373명)으로 가장 높았고, 85세

이상이 87.0%(60명)로 가장 낮았다.

성별의 경우, 남자의 입원이용률은 28.4%(118명), 여자는 33.8%(317명)이었

고, 외래이용률은 남자, 여자 각각 87.0%(362명), 90.8%(853명)이었으며 각 

빈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 다(p<0.05).

월용돈 수준이 10만원미만인 대상자의 입원이용률이 34.6%(107명)으로 가

장 높았고, 50만원 이상은 22.0%(36명)으로 가장 낮았다. 월용돈 수준별 입

원이용률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 다(p<0.05).

본인이 인지하는 의료비용은 의료이용률, 입원이용률, 외래이용률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일상생활수행능력별 의료이용률은 14-17점인 경우가 93.2%로(276명)으로 

가장 높았고, 0-9점이 79.4%(77명)로 가장 낮았다. 각 일상생활수행능력별 

의료이용률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하 다(p=0.000). 입원이용률은 

0-9점이 40.2%(39명)으로 가장 높았고, 18점이 28.7%(238명)로 가장 낮았

다(p<0.01). 

도구적 일상생활수행능력별 의료이용의 비교에서 입원이용률만이 유의한 차

이를 보 는데, 5-8점인 대상자가 39.7%(75명)으로 가장 높았고, 0-4점이 

47명(33.8%)으로 가장 낮았다(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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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9. 특성별 의료이용률                                  (단위 : 명 (%))

변수
의료이용률 입원이용률 외래이용률

경험있음 p-값 경험있음 p-값 경험있음 p-값

연령 65 - 69세 368(89.8) 0.649  103(25.1) 0.000  362(88.3) 0.388

70 - 74세  373(92.1)  131(32.4)  373(92.1)

75 - 79세  275(89.3)  109(35.4)  274(89.0)

80 - 84세  150(92.0)   73(44.8)  146(89.6)

85세이상  62(89.9)   19(27.5)   60(87.0)

성별 남자  370(88.9) 0.157  118(28.4) 0.049  362(87.0) 0.033

여자  858(91.4)  317(33.8)  853(90.8)

월용돈수준 10만원미만  270(87.4) 0.142  107(34.6) 0.017  266(86.1) 0.082

10-30만원미만  596(44.0)  221(34.1)  591(91.2)

30-50만원미만  214(91.5)   71(30.3)  213(91.3)

50만원이상  148(90.2)   36(22.0)  145(88.4)

의료비용
1)

없음  113(90.4) 0.674   44(35.2) 0.624  111(88.8) 0.600

5만원이하  545(89.8)  179(29.5)  539(88.8)

5-10만원이하  246(92.1)   85(31.8)  244(91.4)

10만원초과  137(92.0)  46(30.9)  136(91.3)

일상생활 18점  755(91.1) 0.000 238(28.7) 0.008  747(90.1) 0.649

수행능력 14 - 17점  276(93.2)  108(36.5)  273(92.2)

10 - 13점  119(90.2)  50(37.9)  117(88.6)

 0 -  9점   77(79.4)  39(40.2)  77(79.4)

도구적일상    12점  621(91.7) 0.111  189(27.9) 0.006  615(90.8) 0.674

생활수행능력  9 - 11점  320(91.4)  124(35.4)  318(90.9)

 5 -  8점  168(88.9)  75(39.7)  165(87.3)

 0 -  4점  119(85.6)  47(33.8)  117(84.2)

계 1,228(90.6)  435(32.1) 1,215(89.7)  

1) 무응답 207건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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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이용자 특성별 총진료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30).

연령군별 총진료비는 80-85세군이 4,016,639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85세 이

상은 2,340,888원이었다. 의료이용자 및 전체 대상자의 각 연령군별 총진료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 다(p<0.05).

성별로 보면 남자의 총진료비는 2,776,244원이었고, 여자는 3,801,051원이었

다(p<0.01).

소득수준이 10만원 미만인 의료이용자의 총진료비는 3,286,351원이었고, 50

만원이상인 경우는 2,267,156원이었으며, 10만원 이상-30만원 미만은 4,006,998

원으로 가장 많았다. 각 소득수준별 총진료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 다

(p=0.000).

의료비용은 설문조사에 응답한 내용에 따라 각 비용군별 총진료비를 살펴

보았다. 의료비용이 없었다고 응답한 경우의 총진료비는 4,841,181원이었고, 10

만원 초과인 경우는 3,292,060원이었으며, 각 군별 총진료비의 차이는 통계적으

로 유의하 다(p<0.05).

일상생활수행능력에 따른 총진료비를 보면, 18점인 경우가 3,180,183원이었

고, 14-17점이 4,000,103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0-9점은 3,172,720원이었다. 각 일

상생활수행능력 수준에 따른 총진료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 다

(p<0.01).

도구적 일상생활수행능력에 따른 총진료비는 12점인 경우가 2,996,406원이

었고, 5-8점이 4,459,723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0-4점은 3,047,824원이었다. 도구

적 일상생활수행능력 수준에 따른 총진료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 다

(p=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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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0. 외래이용자 특성별 외래방문일수 수준비교                (단위 : 일)

변수 세부항목 평균 ± S.D. p-값 p-값†

연령 65 - 69세 83 104 0.010 0.004

70 - 74세 106 123

75 - 79세 99 105

80 - 84세 108 105

85세이상 72 74

성별 남자 66 86 0.000 0.000

여자 109 116

소득수준 10만원미만 94 118 0.000 0.000

10-30만원미만 107 115

30-50만원미만 92 100

50만원이상 59 72

의료비용1) 없음 123 121 0.008 0.023

5만원이하 94 112

5-10만원이하 88 96

10만원초과 79 85

일상생활      18점 95 115 0.024 0.003

수행능력 14 - 17점 105 103

10 - 13점 103 108

 0 -  9점 63 70

도구적일상      12점 91 113 0.000 0.000

생활수행능력  9 - 11점 110 109

 5 -  8점 108 100

 0 -  4점 63 99

 † 전체 인구의 특성별 총진료비 비교 결과임

 1) 설문조사 응답 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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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이용자 특성별 입원일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31).

연령군별 입원일수는 65-69세군이 39일로 가장 길었으며, 85세 이상은 19

일로 가장 짧았으나, 각 연령군별 입원일수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

았다. 

성별로 보면 남자의 입원일수는 41일이었고, 여자는 30일이었다.

소득수준이 10만원 미만인 입원이용자의 입원일수는 29일이었고, 50만원이

상인 경우는 17일이었으며, 10만원 이상 - 30만원 미만이 39일로 가장 길었다. 

각 소득수준별 입원일수 차이는 전체 대상자의 소득수준별 입원일수에서 유의

하 다(p<0.05).

의료비용은 설문조사에 응답한 내용에 따라 각 비용군별 입원일수를 살펴

보았다. 의료비용이 없었다고 응답한 경우의 입원일수는 42일로 가장 길었고, 

10만원 초과인 경우는 31일이었다.

일상생활수행능력에 따른 입원일수를 보면, 18점인 경우가 26일로 가장 짧

았고, 10-13점이 60일로 가장 길었으며, 0-9점은 33일이었다. 각 일상생활수행능

력 수준에 따른 입원일수의 차이는 입원이용자보다 전체 대상자의 경우 통계

적으로 더 유의하 다(p<0.05, p<0.01).

도구적 일상생활수행능력에 따른 입원일수는 12점과 9-11점인 경우가 29일

로 가장 짧았고, 0-4점은 48일로 가장 길었다. 도구적 일상생활수행능력 수준에 

따른 입원일수의 차이는 전체 대상자의 경우에서 통계적으로 어느정도 유의하

다(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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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입원이용자 특성별 입원일수 수준비교                      단위 : 일

변수 세부항목 평균 ± S.D. p-값 p-값†

연령 65 - 69세 39 80 0.690 0.463

70 - 74세 29 51

75 - 79세 36 91

80 - 84세 32 38

85세이상 19 16

성별 남자 41 110 0.145 0.563

여자 30 43

소득수준 10만원미만 29 56 0.213 0.046

10-30만원미만 39 84

30-50만원미만 28 36

50만원이상 17 17

의료비용1) 없음 42 83 0.574 0.366

5만원이하 30 59

5-10만원이하 41 105

10만원초과 31 35

일상생활      18점 26 65 0.017 0.001

수행능력 14 - 17점 35 68

10 - 13점 60 92

 0 -  9점 33 41

도구적일상      12점 29 73 0.258 0.050

생활수행능력  9 - 11점 29 56

 5 -  8점 40 62

 0 -  4점 48 83

 † 전체 인구의 특성별 총진료비 비교 결과임

 1) 설문조사 응답 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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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이용자 특성별 외래방문일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32).

연령군별 외래방문일수는 80-84세군이 108일로 가장 길었으며, 85세 이상

은 72일로 가장 짧았다. 각 연령군별 외래방문일수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

하 고(p<0.05), 전체 대상자의 연령군별 외래방문일수의 차이가 더 유의하 다

(p<0.01). 

성별로 보면 남자의 외래방문일수는 66일이었고, 여자는 109일이었다

(p=0.000).

소득수준이 10만원 미만인 외래이용자의 외래방문일수는 94일이었고, 50만

원이상인 경우는 59일이었으며, 10만원 이상 - 30만원 미만이 107일로 가장 길

었다. 각 소득수준별 외래방문일수 차이는 외래이용자 및 전체 대상자에 대해

서 유의하 다(p=0.000).

의료비용은 설문조사에 응답한 내용에 따라 각 비용군별 외래방문일수를 

살펴보았다. 의료비용이 없었다고 응답한 경우의 외래방문일수가 123일로 가장 

길었고, 10만원 초과인 경우는 79일이었다. 각 의료비용군별 외래방문일수의 

차이는 외래이용자의 경우 통계적으로 더 유의하 다(p<0.01, p<0.05).

일상생활수행능력에 따른 외래방문일수를 보면, 18점인 경우가 95일이었

고, 14-17점이 105일로 가장 길었으며, 0-9점은 63일로 가장 짧았다. 각 일상생

활수행능력 수준에 따른 외래방문일수의 차이는 외래이용자보다 전체 대상자

의 경우 통계적으로 더 유의하 다(p<0.05, p<0.01).

도구적 일상생활수행능력에 따른 외래방문일수는 12점인 경우가 91일이었

고, 9-11점인 경우 110일로 가장 길었으며, 0-4점은 63일로 가장 짧았다. 도구적 

일상생활수행능력 수준에 따른 외래방문일수의 차이는 외래이용자 및 전체 대

상자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 다(p=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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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의료이용자 특성별 총진료비 비교                        (단위 : 원)

변수 세부항목 평균 ± S.D. p-값 p-값†

연령 65 - 69세 3,017,726 4,616,226 0.030 0.023

70 - 74세 3,723,968 5,365,104

75 - 79세 3,786,611 4,927,224

80 - 84세 4,016,639 4,373,400

85세이상 2,340,888 2,712,854

성별 남자 2,776,244 4,806,818 0.001 0.000

여자 3,801,051 4,822,636

소득수준 10만원미만 3,286,351 4,211,698 0.000 0.000

10-30만원미만 4,006,998 5,498,499

30-50만원미만 3,165,829 4,097,414

50만원이상 2,267,156 3,668,691

의료비용
1)

없음 4,841,181 6,866,341 0.015 0.017

5만원이하 3,231,159 4,399,584

5-10만원이하 3,442,111 4,810,369

10만원초과 3,292,060 4,575,149

일상생활      18점 3,180,183 4,661,304 0.008 0.003

수행능력 14 - 17점 4,000,103 5,255,927

10 - 13점 4,516,366 5,390,533

 0 -  9점 3,172,720 3,699,966

도구적일상      12점 2,996,406 4,159,200 0.000 0.000

생활수행능력  9 - 11점 4,111,935 5,587,389

 5 -  8점 4,459,723 5,580,565

 0 -  4점 3,047,824 4,498,635

 † 전체 인구의 특성별 총진료비 비교 결과임

 1) 설문조사 응답 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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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일상생활수행능력 및 도구적 일상생활수행능력과 의

료이용수준과의 관련성

의료이용자 및 전체 연구대상자의 총진료비와 일상생활수행능력과의 관련

성에 대한 다변량회귀분석의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표 33 & 표 34). 

일상생활수행능력을 포함한 연령, 성별, 소득수준, 외래방문일수 등 독립변

수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총진료비와의 관련성을 살펴본 것으로, 일년간 의료를 

한 번이라도 이용한 노인들 대상으로 한 분석 모형의 설명력은 43.8%이었다

(p<0.001). 

일상생활수행능력 점수의 경우에는 18점인 군에 비해 14-17점과 10-13점인 

대상자의 총진료비가 유의하게 높았다(각각 p<0.05). 일상생활수행능력수준이 

낮은 군으로 갈수록 총진료비를 더 많이 사용하 으나, 가장 수행능력이 낮은 

군에서는 감소하 다.

외래방문일수의 경우 방문일수가 증가할수록 총진료비가 높았다(p<0.001).

의료를 이용한 경험이 없는 노인을 포함한 분석에서는 모형의 설명력이 

41.4%이었다. 의료이용자만을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와 같이 일상생활수행능력

수준이 낮은 군으로 갈수록 총진료비를 더 많이 사용하 으나, 가장 수행능력

이 낮은 군에서는 감소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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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총진료비와의 관련요인 다변량 회귀 분석(일상생활수행능력)       

변수 세부항목 회귀계수 p-값 p-값†

연령 70 - 74세 581,057 0.221 0.199

(기준군:65 - 69세) 75 - 79세 584,810 0.217 0.190

80 - 84세 756,105 0.115 0.098

85세이상 730,746 0.155 0.139

성별 여자 -283,641 0.193 0.188

(기준군:남자)

소득수준 10-30만원미만 381,000 0.125 0.168

(기준군:10만원미만) 30-50만원미만 49,715 0.874 0.951

50만원이상 124,684 0.724 0.826

일상생활수행능력 14 - 17점 563,165 0.023 0.026

 (기준군:18점) 10 - 13점 1,046,505 0.002 0.002

 0 -  9점 659,921 0.090 0.047

외래방문일수(일)  28,654 0.000 0.000

R2 (%) 43.8 41.4

adj-R2 (%) 43.3 40.9

P-value 0.000 0.000

 † 전체 인구의 특성별 총진료비 비교 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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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진료비와 도구적 일상생활수행능력과의 관련성을 표 34에서 살펴보았다. 

회귀모형은 의료이용자 및 전체 대상자의 도구적 일상생활수행능력을 포함한 

연령, 성별, 소득수준, 외래방문일수 등 다른 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 총진료비

와의 관련성을 살펴본 것으로 모형의 설명력은 43.8이었다(p<0.001). 

도구적 일상생활수행능력 점수의 경우에는 12점인 군에 비해 각 점수군 

모두 대상자의 총진료비가 유의하게 높았다(각각 p<0.01). 도구적 일상생활수행

능력수준이 낮은 군으로 갈수록 총진료비를 더 많이 사용하 으나, 가장 수행

능력이 낮은 군에서는 감소하 다.

외래방문일수의 경우 방문일수가 증가할수록 총진료비가 높았다(p<0.001).

의료를 이용한 경험이 없는 노인을 포함한 분석에서는 모형의 설명력이 

40.9%이었다. 의료이용자만을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와 같이 도구적 일상생활

수행능력수준이 낮은 군으로 갈수록 총진료비를 더 많이 사용하 으나, 가장 

수행능력이 낮은 군에서는 감소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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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총진료비와의 관련요인 다변량 회귀 분석 (도구적일상생활수행능력)       

변수 세부항목 회귀계수 p-값  p-값
†

연령 70 - 74세 632,413 0.184 0.155

(기준군:65 - 69세) 75 - 79세 605,050 0.202 0.166

80 - 84세 779,164 0.105 0.087

85세이상 686,187 0.182 0.166

성별

(기준군:남자) 여자 -330,583 0.131 0.108

소득수준 10-30만원미만 373,885 0.132 0.167

(기준군:10만원미만) 30-50만원미만 44,310 0.888 0.969

50만원이상 106,082 0.764 0.854

도구적일상생활수행능력  9 - 11점 576,011 0.017 0.014

(기준군:12점)  5 -  8점 968,954 0.001 0.000

 0 -  4점 808,123 0.018 0.013

외래방문일수(일) 28,672 0.000 0.000

R2 (%) 43.8 41.5

adj-R2 (%) 43.3 40.9

P-value 0.000 0.000

 † 전체 인구의 특성별 총진료비 비교 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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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고찰

제1절 연구방법에 대한 고찰

이 연구는 지역사회노인들의 의료이용수준을 살펴보고, 장기요양에서 유의

미한 변수인 노인들의 일상생활수행능력과 도구적 일상생활수행능력이 의료이

용수준과 관련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연구이다. 

노인들의 의료비용에 관한 수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연령군별 급여 총

액을 인구수로 나눈 형태의 분석이 주를 이룬다. 실제로 개인을 분석단위로 한

결과는 그리 흔하지 않다. 한 시점에 있어서 총액을 대상 인구수로 나눈 값과 

개인의 의료비를 더하여 개인으로 나눈 것은 차이가 없겠지만, 정해진 기간동

안 대상인구의 변화가 있을 수 있다면, 개인의 의료비용을 평균으로 구한 값이

보다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지역사회 노인들의 기능상태를 

측정하고, 그 연구 대상 노인들의 의료비용을 구하 다. 또한, 보험자료의 분석

이 가지는 제한점 중 하나가 의료이용수준 이외의 변수가 성별, 연령 등으로 

국한되는 것이나, 이 연구에서는 보험자료 이외의 변수와 함께 살펴본 특히, 

장기요양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일상생활수행능력, 도구적 일상생활수행능력 

수준들 처음으로 함께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 인구의 추출에 있어서 제한점을 최소화하기 위

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 이 연구는 설문조사 대상을 가정방문서비스를 

받은 지역사회노인과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인구를 대상으로 하고있다. 지역

별 노인인구수에 비례하여 가정방문서비스 대상 보건소와 경로당의 선택을 하

여,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 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 58 -

지역사회에서 가정방문서비스를 받고 있는 노인은 현재 매우 제한적이며, 경로

당을 이용하는 노인들이 그 지역의 노인을 대표하기에는 제한이 있다. 실제로 

지역사회에 숨어 있는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노인들은 이 연구에서 제외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설문조사 대상 노인들의 주민등록번호로 보험급

여자료와 연결하는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개인이 많아 자료의 대표성

이 상당히 제한 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노인들의 기능상태와 의료이용수준을 처음 살펴본다는 점에

서 그 의의는 매우 크다고 생각된다.

노인들의 기능상태를 측정하기 위한 일상생활수행능력수준과 도구적 일상

생활수행능력수준 측정 도구는 매우 다양하다. 외국에서 개발된 도구도 다양할 

뿐 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대규모 조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도구와 각 단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도구 등 다양한 항목과 다양한 응답 범주가 사용되고 있다. 이

러한 측정도구를 통일하기 위하여 한국노인병학회에서는 한국형 일상생활수행

능력 도구와 도구적 일상생활수행능력 도구를 개발하여 그 타당성에 대한 검

증을 하고 있다(한국노인병학회, 2002). 그러나, 실제로 대규모 노인 조사를 실

시하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노인실태조사 등에서 사용되고 있는 일상생활수

행능력과 도구적 일상생활수행능력과는 항목과 각 항목에 대한 측정범주가 다

르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1). 반면에 미국에서 개발되어 전세계 30여개국에

서 표준화하여 사용하고 있는 MDS(Minimum Data Set) 2.0의 경우 사용하고 

있는 일상생활수행능력 도구는 10개 항목이며 측정 범주는 도움의 수준과 실

제 도움의 발생 빈도를 측정하고 있다(유승흠 등, 2003). 미국의 경우 이 도구

의 항목 중 4개만을 선택하여 수가를 위한 노인환자군 분류에 사용하고 있다

(이지전, 2000). 이 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도구는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연구

진이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고 있다(이경자 등,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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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연구결과에 대한 고찰

이 연구에서 대상자의 성별 분포는 여자가 남자의 2배 이상인 69.3%이다. 

이러한 성별 분포는 통계청에서 보고하는 2000년 전체 65세 인구의 성별 분포

와 카이제곱 검정을 실시하면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연령별 특성은 고 

연령군으로 갈수록 분포가 낮아졌으며, 85세 이상의 최고령군이 약 5%를 차지

하 다. 이러한 연령군별 분포도 2000년 인구 통계자료와 비교하여 검정하면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앞서 언급한 연구 자료의 제한점이 여전히 있으

나, 연구 대상 인구의 성별 연령별 분포에 있어서는 우리 나라 전체 노인의 분

포와 차이가 없었다.

응답자들이 인식하는 의료비용과 총진료비와의 상관관계는 유의하지 않았

다. 실제로 기억에 의존하는 비용조사라는 점과 의료급여 대상자의 경우 본인

부담이 매우 낮거나 없는 것도 원인이었을 것이다. 또한, 노인들이 입원하 을 

경우 보호자인 자녀들이 비용을 계산하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로 이 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월평균 의료비용은 노인들이 직접 지불하는 의료비용의 크기이

다.  실제로 의료비용의 수준에 따른 의료이용률에서는 전혀 차이가 보이지 않

았다. 총진료비의 경우는 의료비용이 낮은 군에서 가장 높은 484만원이었으며, 

이는 앞서 설명한대로 의료급여와 입원의 경우 보호자 비용의 지불하여 본인

이 의식하는 비용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실제로 의

료비용군별 입원일수와 입원비용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연령이 높은 군으로 갈수록 총진료비는 높아지나 85세 이상의 최고령군으

로 가면 의료이용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 볼 수 있다. 이것은 노인의 의료이용

수준의 통상적인 형태로 이야기 할 수 있는데, 사망 전 노인들의 의료이용수준

을 분석한 결과(이지전, 2002)에서도 같은 형태 보여주었다.

기능상태 나쁜 군일수록 총진료비 수준이 높아지나, 가장 나쁜 군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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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총진료비 수준이 떨어지는 것 볼 수 있었다. 이것은 연령과 마찬가지로 

의료의 접근성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노인병원에 입원한 노인의 경

우도 일상생활수행능력수준이 가장 낮은 군에서 총진료비수준이 낮아지는 것

을 볼 수 있었다(유승흠 등, 2003).

다변량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외래방문일수와 나머지 변수들 통제한 상태

에서 일상생활수행능력이 가장 좋은 군을 기준으로 했을 때 기능상태가 떨어

지는 군들의 총진료비 수준이 높아졌다(p<0.05). 기능상태가 가장 나쁜 경우는

유의수준 0.1이하에서 유의함을 보 다.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40.5% 다. 의료

이용자만이 아닌 전체 연구대상을 분석한 결과도 거의 같은 방향성을 유지하

다.

도구적 일상생활수행능력의 경우는 외래방문일수와 나머지 변수들 통제한 

상태에서 일상생활수행능력이 가장 좋은 군을 기준으로 했을 때 기능상태가 

떨어지는 군들의 총진료비 수준이 높아졌다(p<0.05). 기능상태가 가장 나쁜 경

우는 방향성은 유지되었으나, 유의하지 않았다.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40.6%

다. 의료이용자만이 아닌 전체 연구대상을 분석한 결과도 거의 같은 방향성을 

유지하 다.

이러한 일상생활수행능력이 떨어지는 노인들이 의료 이용이 제한적인 결

과는 결국 정책적으로 두 가지를 언급할 수 있다. 첫째, 지역사회노인들을 위

한 서비스가 강화되고, 기능상태수준에 따라 지역사회에서 돌봄의 수준을 맞추

기 어려운 노인들이 부담없이 갈 수 있는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등의 공급이 

확대되어야 한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서비스들에 대한 확대를 약속하고 

있으며, 이러한 확대의 근거를 제시할 기본 자료로서 이 연구는 의미가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연구가 가지는 대표성의 제한점을 고려하여 추

후 대표성을 가지는 자료를 통하여 일상생활수행능력이 의미있는 변수임을 제

검정하는 연구가 여러 차례 반복되는 것이 필요로 할 것이다. 그리고 현재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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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활수행능력과 도구적 일상생활수행능력의 조합으로 의료이용수준 분석 해 

볼 필요가 있으며, 인지 기능 등 장기요양수가에서 관심을 가지는 다양한 변수

들을 조사하여 분석해 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이 연구에서 기능상

태와 비교한 의료이용수준 분석은 이용(utilization)을 중심으로 분석한 것이다. 

그러나, 실제 노인들의 의료이용욕구(want)수준, 수요(demand)수준, 그리고 전

문가들이 인지하는 요구(need) 수준 등이 기능상태와 어떤 관련성이 있는 등을 

살펴본다면 향후 장기요양수가 등 노인들의 합리적인 의료이용을 유도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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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결 론

우리나라 지역사회 노인의 기능상태와 의료이용수준과의 관련성을 살펴보

기 위해, 지역사회노인의 기능상태에 대한 설문조사자료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개인자격자료 및 개인급여자료를 연결하여 분석한 이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

음과 같다.

연구 대상자는 일상생활수행능력과 도구적 일상생활수행능력수준은 수행 

능력이 가장 좋은 군이 61.2%와 50.0%로 가장 많았으며, 수행 능력 수준이 낮

은 군으로 갈수록 감소하 다. 일년간 총진료비가 100만원 이하인 군이 35.0%

로 가장 많았고, 전혀 의료이용이 없었던 군도 9.4%가 있었다. 입원이용은 

32.1%, 외래이용은 89.7%가 이용 경험이 있었다.

연구대상자의 의료이용률은 일상생활수행능력군별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

며, 수행능력수준이 14-17점군에서 가장 높은 이용률을 보 으며, 수행능력수준

이 낮을수록 이용률이 감소하 다. 입원이용률은 연령군별, 성별, 월용돈수준, 

일상생활수행능력수준, 도구적일상생활수행능력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

다. 일상생활수행능력수준이 낮은 군으로 갈수록 입원률이 높아졌으며, 도구적 

일상생활수행능력은 5-8점군까지 높아졌다가 가장 능력이 떨어지는 군에서는 

감소하 다. 외래이용률은 성별에서만 유의한 차이를 보 다.

연간 총진료비수준을 의료이용자를 대상으로 특성별로 비교하면, 모든 독

립변수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 으며, 전체 대상자에서도 같은 결과를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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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수행능력이 10-13점인 군까지 총진료비수준이 증가하 으며, 가장 능

력이 낮은 군에서는 총진료비 수준이 낮아졌다. 도구적 일상생활수행능력도 같

은 경향을 보 다.

입원일수는 일상생활수행능력수준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 는데, 일상생

활수행능력이 10-13점인 군까지 입원일수 수준이 증가하 으며, 가장 수행능력

이 낮은 군에서 입원일수가 낮아졌다. 외래방문횟수는 외래이용경험이 있는 대

상자들의 특성별로 살펴본 결과, 모든 독립변수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 으며, 

전체 대상자에서도 같은 결과를 보 다. 일상생활수행능력이 14-17점인 군까지 

외래방문횟수가 증가하고, 수행능력수준이 감소할수록 외래방문횟수도 감소하

다. 도구적 일상생활수행능력도 9-11점까지 증가하다가 수행능력수준이 감소

할수록 외래방문횟수도 감소하 다.

총진료비와 일상생활수행능력의 관련성을 다변량 회귀분석을 통해 살펴 

본 결과, 일상생활수행능력이 총진료비와 매우 유의하게 양의 관계를 보 다. 

가장 수행능력이 낮은 군의 경우 유의수준이 0.1에서 유의하 다. 도구적 일상

생활수행능력과의 관련성을 살펴본 회귀모형에서는 가장 수행능력수준이 높은 

군을 기준군으로 모든 군에서 총진료비와 유의한 양의 관계를 보 다.

본 연구를 통하여 지역사회의 노인의 기능상태와 의료이용수준은 매우 유

의한 관련성이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 연구 결과는 노인들의 의료이용 특성상 

질병중심의 관리체계를 보다 장기요양특성을 반 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점에서 의의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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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Relation of Medical Utilization and Activities 

of Daily Living of Elderly in the Community

   Hong, Kap Pyo

   Graduate School of 

   Health Science and Management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Cho, WooHyun, M.D., Ph.D)

This study was designed to understand factors related to the utilization 

of medical services by the elderly. For this purpose surveys regarding the 

daily activities of the elderly were analyzed in connection with their 

personal records and the personal payment data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In this study the level of the utilization of medical services was 

examined in association with  the level of ADL and IADL of the 

elderly.  The unit of analysis of this study was an individual. Initially 

1,779 elderly people aged 65 and  above were selected as the subjects 

of this study, but those whose identification number were either not 

recorded or inaccurate  were excluded from the subject  list, As a 

result  the number of test subjects was reduced to 1,355(76.2%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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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al number). The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Of the total number of target individuals, females accounted for 69.3% 

and males accounted for 30.7%.. The number of target individuals decreased 

as their ages  increased. Individuals who spent 100,000-300,000Won per year 

for personal expenses were  the majority at 47.8% of the total number, and 

those who spent less than 50,000Won for medical services were the majority 

at 44.8%.  The subject group who showed the highest level in ADL and 

IADL was the majority with  ADL being 61.2% and IADL being  50.0%; the 

number of subject decreased as the level of ADL and IADL was declining. 

Those who spent less than one million Won for medical services yearly 

were the majority at  35.0%; 9.4% received no medical services, 32.1%  

utilized in-patient services and  80.7% utilized out-patient services. 

 The level of the utilization of medical services  was examined in 

relation to various characterestics. The subjects were grouped by their ability 

to perform daily activities. The utilization of medical services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the groups; for example the group who 

scored 14-17 in the performance level showed the highest utilization rate.  

The  utilization of medical services was in direct  in proportion to the level 

of performing daily activities. The utilization of medical services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across age, gender, the amount of monthly spending, 

the level of ADL and IADL. The hospitalization rate was in inverse 

proportion to the level of ADL . The level of IADL continued to increase 

until the level of ADL reached scores of 5-8 and decreased at the lowest 

level of ADL  The rate of utilizing out-patients services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 in ge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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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otal yearly medical expenses were analyzed in relation to various  

characteristics of the users ,the expenses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in all 

individual variables.. Total medical expenses continued to increase until the 

level of ADL  reached scores of 10-13 and the total medical expenses 

decreased at the lowest level of ADL. The level of IADL showed the same 

trend. 

The days of hospitalization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level of ADL; for example the days of hospitalization continued to 

increase until the level of ADL  reached scores of 10-13 and  the days 

of hospitalization decreased at the lowest level of ADL. The frequency 

of utilizing out-patients services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in all 

individual variables. The frequency of utilizing out-patients services 

continued to increase until the level of ADL reached scores of 14-17; 

the frequency was in direct proportion to the level of ADL.  The 

frequency of utilizing  out-patients services continued to increase until 

the level of IADL  reached scores of 9-11 ; the frequency was in direct 

proportion to the level of IADL. 

Relationships between the total medical expenses and the level of 

ADL were examined by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nd the level of 

ADL showed significantly positive relationships to the  total medical 

expenses; the group with the lowest level showed significant score of 

0.1.  Relationships between total medical expenses and the level of 

IADL were examined by Regression model; all groups showed 

significantly positive relationships, with the group showing the highest 

level of performance being the standard.  It was discovered  that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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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formance of the elderly people was significantly related to their levels of 

the utilization of medical services. The findings of this study could be used 

as fundamental data to establish medical systems for long-term management 

of illnesses in  elderly people. This study focused on merely the utilization 

of medical services.  Further study is required to understand the 'wants', 

'demands' and  'needs judged by experts' of elderly people in relation to 

their use of medical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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