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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우리나라는 21세기를 시작하면서 급속한 고령화 사회를 맞아 앞으로 노인보건

의료정책을 서둘러 확충해 나아가야 할 필요성이 강하게 부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유사성이 많고, 우리보다 앞서 고령

사회로 진입한 일본이 어떻게 노인보건의료정책을 수립·발전시켜왔는지를 여러

각도에서 분석하고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과 향후 우리나라의 노인보건의료정책의

발전방향을 살펴보았다.

일본의 사회보장정책은 패전이후 1960년대의 제도형성기, 1970년대의 제도전개

기, 1980년대의 제도조정기를 거쳐 왔으며, 노인보건의료정책은 노인보건법이 개

정되고「장수사회대책대강」이 결정된 1986년부터 구체적인 시책을 추진하여

1990년의 골드플랜 수립·추진과 2000년 개호보험제도를 출범시키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일본의 노인보건의료정책의 발전과정을 살펴본 결과 얻은 시사점은 다

음과 같다.

첫째, 최근 우리나라에서 노인의료비 증가문제가 대두되면서 고령자의 요양등

에 따른 비용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별도의 공적보험제도가 검토되어야 한다는 일

부에서의 의견이 거론되고 있으나, 우리의 재정상태나 현재의 사회보장수준, 고령

화 진척도 등을 고려해볼 때 고령자의 보건의료를 위한 별도의 사회보험제도의

도입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일본은 고령화 속도에 비해 일연의 노인보건의료정책도입이 다소 늦은감

이 있으나, 상당히 치밀한 전략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차근차근 접근해 왔음을

알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지금부터 한국형 노인보건복지모델을 위한 기본이

념과 중·장기적 전망을 바탕으로 중장기적 전략과 정책을 수립해야 하겠다는 것

이다.

이와 같은 시사점을 바탕으로 향후 우선적으로 채택해야 할 우리나라의 노인

보건의료정책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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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사회적연대를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책을 확대 강화해 나가

야 한다.

둘째, 보건의료·복지가 상호연계된 예방적이고 종합적인 서비스체계를 만들어

야 한다.

셋째, 저소득, 와상노인을 중심으로 한 보건복지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

넷째, 본격적인 고령사회를 대비하여 전문인력의 양성과 훈련을 위한 별도의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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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서 론

1. 연구배경

최근 우리나라 보건복지 서비스 부문의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는 노인에 관한 보

건복지정책의 확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한 구체적 정책의지의 표현은 1999년 정부조직개편시 보건복지부내에 기존

의 노인복지과에 더하여 노인보건과를 증설한 것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1999년 현재 3백20만4천명으로 전체인구의 6.8%

이며, 2000년에는 약 7.0%로서 고령화사회로 진입하고, 2022년에는 14.3%에 달하여 본

격적인 고령사회(aged society)가 될 것으로 추계되고 있다.

이러한 노인인구의 증가속도는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만큼 빠른 것으로, 고령화사

회에서 고령사회로 진입하는데 불과 22년밖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급속히 증가하는 노

인들에 대한 보건의료, 복지등 각종 사회보장정책의 대비가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2000년 7월에 전국민 의료보험제도의 통합(국민건강보험제도)과

10월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등 사회보장제도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나, 노후

소득보장을 위한 전국민연금제도의 도입이 늦었고(1999년), 전국민의료보험제도도 급여

범위의 제한, 급격한 의료비증가에 따른 보험재정의 부실등 각종 문제점을 안고 있어,

현재 상태로는 국민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맞이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보다 앞서 고령사회를 맞은 일본의 노인보건의료서비스정책의 수립·

발전과정에 대한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가 앞으로 지향해 나가야할 방향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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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연구목적

우리나라의 노인보건의료서비스 정책은 법적 제도적인 측면에서 일본의 정책과 유

사하다.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진입하는 기간도 일본은 25년이 걸렸고 한국은

22년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와 유사성이 많고, 이미 고령사회로 진입한 일본이 자국의 고령화

에 어떻게 대비하였는가, 그리고 어떤 측면이 강조되었는가를 고찰함으로써 우리의

노인보건의료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다음의 세부목표를 갖는다.

첫째, 일본의 고령화와 보건·복지 환경을 파악한다.

둘째, 일본의 노인보건의료서비스정책의 수립 및 발전과정을 살펴본다.

셋째, 일본의 노인보건의료정책과 관련부문간의 상호연대관계를 분석한다.

넷째, 노인보건의료 재정조달방식의 변천과 공적개호보험제도의 도입을 고찰한다.

다섯째, 일본사례분석을 통한 우리나라의 노인보건의료정책의 발전방향을 제시한다.

3 . 연구방법

가. 문헌고찰

일본의 고령화와 보건복지환경에 대해서는 일본 후생성의 인구통계자료집이나 장

래인구추계에 관한 문헌, 총무청 통계국의 국세조사자료, 일본학자등의 노인보건복지관

련 연구문헌등을 활용하였다.

또한 일본의 노인보건의료정책 수립·발전과정이나 관련부문간 상호연대적 측면에

서의 분석, 재정조달방식의 변천에 대한 분석등에 대해서는 후생성이나 일본 및 국내

학자에 의한 일본의 노인보건복지정책등에 대한 각종 연구문헌이나 법령등을 활용하였

으며 「골드플랜21」에 대해서는 후생성 홈페이지에 게재된 내용을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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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분석의 틀

인구의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문제제기

일본의 고령화와 보건·복지환경
일본노인보건의료

재정조달

○노인인구의 현황과 특징

○경제·사회적 환경

○노인개호에 대한 의식변화

○사회보장정책의 환경등

○의료보험재정간의

연관성

○정부 일반예산간의

연관성

일본·노인보건의료정책수

립 및 발전과정

일본노인보건의료정책과 관련부

문간 상호연대

○정부차원의 정책수립

○민간차원의 움직임

○노인보건의료정책의 구조

○일반보건의료정책발전과정에서

의 연관성

○노인복지정책 발전과정에서의

연관성

○보건과 복지의 연대

공적개호보험제도의 도입과

골드플랜21

일본사례분석을 통한 한국에서의

시사점

우리나라 노인보건의료정책의

발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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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 일본의 고령화와 보건 복지 환경

1. 노인인구의 현황과 특징

가. 고령사회의 도래

1) 평균수명의 신장

1935년경의 일본의 인구모형은 전형적인 피라미드형이었다.

고령자의 연령구분은 시대에 따라 변화가 있었지만, 65세 이상을 고령자로 보았을

때 당시의 고령자 비율은 4.7%였다.

그리고 제2차대전 후의 제1차 베이비붐과 그들의 자녀세대에 의한 제2차 베이비붐

에 의해 생산연령층은 안정적으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고도성장에 따른 소득수준의 향상과 의료기술의 발달 등에 의해 평균수명

은 두드러지게 연장되었다.

〈표1〉과 같이 남성은 1955년의 63.6세에서 1997년의 77.19세로, 여성은 67.75세에

서 83.82세로 연장되어 남녀평균 80세를 상회함에 따라 세계 최장수 국가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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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일본의 평균수명 추이

(단위: 년)

연도
남 여

0세 20세 40세 65세 0세 20세 40세 65세

1947 50.06 40.89 26.88 10.16 53.96 44.87 30.39 12.22

1950 59.57 46.43 29.65 11.35 62.97 49.58 32.77 13.36

1955 63.60 48.47 30.85 11.82 67.75 52.25 34.34 14.13

1960 65.32 49.08 31.02 11.62 70.19 53.39 34.90 14.10

1965 67.74 50.18 31.73 11.88 72.92 54.85 35.91 14.56

1970 69.31 51.26 32.68 12.50 74.66 56.11 37.01 15.34

1975 71.73 53.27 34.41 13.72 76.89 58.04 38.76 16.56

1980 73.35 54.56 35.52 14.56 78.76 59.66 40.23 17.68

1985 74.78 55.74 36.63 15.52 80.48 61.20 41.72 18.94

1990 75.92 56.77 37.58 16.22 81.90 62.54 43.00 20.03

1993 76.25 57.02 37.80 16.41 82.51 63.13 43.55 20.57

1994 76.57 57.35 38.14 16.67 82.98 63.56 44.00 20.97

1995 76.38 57.16 37.96 16.48 82.85 63.46 43.91 20.94

1996 77.01 57.71 38.48 16.94 83.59 63.13 44.55 21.53

1997 77.19 57.86 38.62 17.02 83.82 64.36 44.79 21.75

자료 : 김용택, 21세기 노인복지정책 방향 , 일본의 노인복지정책 방향 , 한국노인문

제연구소, 1999, p 94.

2) 출산율의 저하

일본의 출산율을 보면, 전후의 베이비붐 시기에는 270만명에 이르던 것이 1975년도

에는 200만명으로 줄고, 그 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1995년에는 118만7천명으로 사상

최저를 기록했다.

또한 1인의 여성이 생애에 출산하는 자녀들의 수를 표시하는 합계특수출생율1)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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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에 사상 최저인 1.43명이 되어 소산화(少産化) 경향이 계속되고 있다.

〈표2〉연령구분별 인구의 추이와 장래 추계

(각년도 10월 1일 현재)

연도
총수 0∼14세 15∼64세 65세 이상 75세 이상

실수 실수 구성비 실수 구성비 실수 구성비 실수 구성비

단위 천명 천명 % 천명 % 천명 % 천명 %

1970 104,665 25,153 24.0 72,119 68.9 7,393 7.1 2,237 2.1

1985 121,049 26,033 21.5 82,506 68.2 12,468 10.3 4,712 3.9

1990 123,611 22,486 18.2 85,904 69.5 14,895 12.0 5,973 4.8

1995 125,570 20,014 15.9 87,165 69.4 18,261 14.5 7,170 5.7

1998 126,486 19,059 15.1 86,920 68.7 20,508 16.2 8,136 6.4

2000 126,892 18,602 14.7 86,419 68.1 21,870 17.2 8,885 7.0

2015 126,444 17,939 14.2 76,622 60.6 31,883 25.2 15,020 11.9

2020 124,133 16,993 13.7 73,805 59.5 33,335 26.9 16,645 13.4

2025 120,913 15,821 13.1 71,976 59.5 33,116 27.4 18,887 15.6

자료: 상게서 p95. 재인용

3) 연령구조의 변화

이와 같은 평균수명의 연장과 출산율의 감소에 따라 일본의 인구구성은 급속하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1970년에 65세 이상 인구가 7.1%가 되면서 고령화사회로 진

입한 이래, 25년만인 1995년에는 14.5%가 되어 고령사회로 정착하게 되었다2).

그리고 1998년 기준으로 16.2%로 인구는 종형이 되었다. 현재 일본은 여성의 사회

참가와 만혼 및 비혼화로 인한 출생율의 감소로 인해 인구의 구조 재편으로 역피라미

드형의 형태에 접근하고 있다.

나. 고령화의 특징

1) 고령화의 진행속도가 빠름

1993년 현재 선진국의 고령인구 비율은 스웨덴이 17.3%, 영국은 15.5%, 독일이

1) 어느 해 여성의 각 연령의 출생율을 합계한 것을 의미한다.

2) 厚生省, 1994年度 人口統計 資料集 , 人口問題硏究,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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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미국이 12.6%가 되었다3). 일본에서도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 속도는 다

른 어느 나라에 비해서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전체인구 대비 65세 이상 노인의 비율이 7%에서 14%에 도달하는데 걸린 기간도

25년 정도로 최단기간내에 최고 고령국으로 발전한 것이다.

〈표3〉인구 고령화 속도의 국제비교

국명
65세 이상 인구비율의 도달 년차

소요연수
7% 14 %

일본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스웨덴

한국＊＊

1970
1945
1930
1930
1865
1890
2000

1995
2015
1975
1975
1980
1975
2022

25년
70년
45년
45년
115년

85년
22년

자료: ＊ 福祉士養成講座編纂委員會, 老人福祉論 , 中央法規, 1997. p6 재구성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 1995.

이러한 고령인구 비율의 상승은 향후 고령자의 연금, 의료, 복지 등에 필요한 비용

의 증가로 이어지고, 결국 생산연령인구4)가 부담해야할 고령인구가 크게 증가하게 되

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그러나 2000년경까지는 0세에서 19세까지의 인구의 비율이 계속 저하되고, 20세에

서 60세까지의 실질적 생산연령인구의 비율이 비교적 높게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일본은 20세기말을 통해 다가올 본격적인 고령사회에의 귀중한 준비기간이 되었다.5)

2) 75세 이상의 후기 고령인구의 급증

3) 자료:總務廳統計局, 「國勢調査」 및 厚生子 人口問題硏究所, 「日本の將來推計人口」,
1992年 2月.

4) 생산연령인구란 15세 이상 65세 미만의 인구를 말한다.

5) 자료: 財團法人 長壽社會開發센타, 老人의 保健醫療와 福祉 , 厚生省 老人保健福祉局

監修, 1996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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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하나의 특징을 든다면 후기 고령인구의 급증을 들 수 있다. 〈표2〉를보면, 75세

이상 노인인구가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990년 4.8% 였으나, 2025년에는 15.6%

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후기 고령인구의 급격한 증가는 국가의 보건복지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

히 개호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상할 것이며, 의료비 부담이 가중되어 재정의 확

보와 기반마련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후기 고령인구의 증가에 따른 보건,

의료, 복지적 측면에서의 문제가 증대될 것임을 의미한다.

3) 지역에 따라 고령화의 차이가 있음

이러한 고령화는 일본의 전지역이 공통적인 양상을 보이는 것은 아니다. 즉 지역차

이가 현저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주로 과소지역(過疎地域)과 과밀지역(過

密地域)의 차이로 나타난다.

1990년에 島根縣이 거의 18%를 넘어 섯고, 高知縣 17%, 鹿兒島縣, 山形縣에서 16%

를 넘어서는 등 과소화와 인구의 고령화 진행이 명백하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 인구 집중지역인 대도시부, 千葉縣, 大阪府, 愛知縣 등에서는 아직 8∼9%에

있고, 인구의 고령화가 과소지역과 과밀지역의 차가 명백하게 나타나고 있다6).

4) 장래 노동인력의 감소 예상

일본은 인구의 고령화와 함께 노동력 인구의 고령화도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일본

의 노동성에 의한 노동력 인구의 추이를 보면, 생산연령 인구는 1990년대가 가장 높았

고, 1998년에는 약69.0% 였다(김용택, 1999).

이처럼 노동력 인구의 고령화가 한층 급속히 진행될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더욱이 일본의 노동력 인구의 고령화는 2020

년경에 가면 노동력 인구의 5명에 1명 정도가 60세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7)

이러한 추세를 볼 때, 향후 노인들이 사회를 유지하는 존재로서의 가치를 부여할

수 있도록 고령자에 대한 고용기회의 확보, 능력개발, 직장환경의 정비 등을 통해 21세

6) 小笠原祐次 橋本泰子 野 仁, 高齡者福祉 , 有斐閣, 1997.
7) 厚生省 官房統計情報部, 國民生活基礎調査 ,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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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는 고령자의 활발한 활동이 전개될 수 있도록 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2 . 경제 사회적 환경

일본경제는 1973년의 제1차 석유위기, 1977년의 제1차 엔고불황, 1979년의 제2차 석

유위기, 1980년대 초의 세계적인 동시불황, 1986년 제2차 엔고불황을 비교적 단기간내

에 극복했다. 특히 1985년부터 시작된 제2차 엔고불황은 세계 어느 나라도 극복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이후 일본의 경제성장률은 오히려 높아졌고, 내수주도형

경제로의 진로변경에 성공하므로써 호황을 누릴 수 있었다.

버블경제 후의 현재의 불황은 오히려 그러한 긴 호황기의 반동이라고도 볼 수 있

을 정도이다.8)

이처럼 일본경제의 변동에 따라 사회보장정책이 변화를 맞게되었고, 고령화 또한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게 되었다.

즉 노동능력이 있는 생산성 인력의 감소는 일본 전체의 경제에 영향을 미치게 되

었고, 특히 사회보장분야의 변화를 강하게 요구하게 되었다.

예를 들면, 연금재정의 악화를 들 수 있다.

연금의 보험료를 부담하는 노동인력은 감소하고, 연금을 수령하는 고령자의 증가로

인해 국가는 큰 부담을 갖게 되었다.

공공연금은 현재 생산인력 4명이 고령의 연금수혜자 한 사람을 부담하지만, 2015년

에는 두 사람이 한 사람의 고령자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국민과 기업의

부담이 강화될 것이고, 이는 국가의 사회보장 재정에 대한 압박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

다.9)

또한 경제활동참가율을 보면, 1989년도 60세에서 64세 사이 노인들의 경제활동 참

가율은 미국 54.2%, 영국 53.3%, 프랑스 24.1%였는데 반해 일본은 71.4%로 가장 높았다.

8) 현대일본연구회 편, 21세기 일본의 위상 , 법문사, 1993. P.93.
9) 일본경제신문사/ 신한종합연구소 역, 『일본경제 100가지 상식』, 고려원, 1996. P.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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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조기 강제퇴직 뿐만 아니라, 일본 공적연금의 미성숙에 기인하기도 한다(김용

택,1996).

거의 모든 개인기업들은 60세 이상의 강제퇴직제도를 유지하고 있고, 피고용자연금

의 평균 급부액은 서구에 비해 낮아, 상당수의 퇴직자들이 최저생활수준 이하의 급부

를 받고 있다.

따라서 많은 노인들이 계속 일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3 . 노인개호에 대한 의식 변화

노인에 대한 전통적인 관점은 노인복지법에도 명기(동법 제2조)된 것처럼 노

인은 우리사회의 발전과정에 수십년동안 공헌해 온 개인으로 그리고 풍부한 경험

과 지식을 지닌 분으로서 존경과 존엄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정신으로 노

인에게는 높은 생활수준이 확고히 보장되어야 한다 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 후의 급속한 도시화, 산업화에 의하여 생활양식과 사회

적 태도가 서구화되면서 특히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젊은 세대사이에서 전통적인

노인보호에 대한 의식은 크게 감소되고 있다.

1992년 거동불편 부모에 대한 중년층의 장례 개호계획에 대한 조사결과 10년

전인 1981년에 비해 가족에 의한 보호의식은 점차 약화되는 반면 공적서비스에

대한 기대는 높아지고 있다.

〈표4〉중년층 연령 인구의 거동불편 부모에 대한 개호계획

(단위: %)

연도
주로 가족에
의해 보호되어
야 한다.

가족보호는 공적 지
역사회보호의 보충으
로 제공되어야 한다.

제도적 보호를 비롯
한 공적보호에 의해
주로 제공되어야 한다.

모르겠다.

1981 72.6 24.1 1.9 1.4

1987 62.2 32.2 3.7 1.9

1992 55.7 37.5 5.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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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GMCA, 1992.

4 . 전반적인 사회보장정책의 환경

1970년대의 노인의료비 무료화 정책은 급격한 노인의료비의 증가를 유발했고, 이로

인한 재정에 대한 압박은 1980년대에 이르러 새로운 방식의 제도를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국가재정의 악화에 의한 수익자 비용부담제도의 도입은 공적부담에 의한

사회복지정책의 한계를 명확하게 함과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 제3섹터 방식 혹은 실버

산업지원을 강화하여 복지서비스 제공주체를 삼층구조화시켜 복지서비스 이용자의 확

대를 도모, 1993년부터는 자치단체의 역할이 강화되었고, 2000년부터는 공적 개호보험

을 실시하기에 이르렀다.

결국 이러한 일련의 변화과정은 중앙의 재정적 압박을 수혜자와 지방자치단체로

이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5 . 보건의료서비스 환경

1970년대의 노인의료비 무료화정책은 의료기관의 재정적자를 심화시켰고, 이를 해

소하기 위해 노인보건제도를 도입하여 갹출금 제도 및 일부 부담의 도입을 하였고,

1992년 6월 의료법의 일부를 개정하여 인구의 고령화, 질병구조의 변화, 의학기술의 진

보에 대응하여 의료시설의 체계화, 의료에 관한 정보제공 등에 관한 제도화를 명시하

였으며, 요양형병상군을 설치 요양환경을 배려한 의료시설을 제도화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의료보장이란 국민의 기본권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서, 의료보험

환경의 개선과 노인보건제도의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보다 세부적인 보건 의료서비스에 대해서는 Ⅳ장에서 다루기로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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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일본 노인보건의료정책 수립 및 발전과정의 기술적 분석

1. 정부차원에서의 정책수립

가. 1960년대 노인의료 복지제도의 기반 구축

1) 1961년 국민개보험(國民皆保險)의 실시

1961년 국민개보험의 실시로 일본의 보건의료정책은 일대 전기를 맡게되었다.

국민개보험이란 엄밀하게 말하면, 모든 일본국민이 질병이 발생하였을 때, 무언가의 의

료보험 활용이 가능한 것으로 국민개의료보험(國民皆醫療保險) 이라 한다.

구체적으로 국민개의료보험은 1959년 1월 실시한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1961년 4월

까지 임의설립, 강제가입했던 시정촌 국민건강보험을 한시입법에 의해 강제 설립했다.

당초에는 요양급부내용과 급부율의 제한으로 격차가 있었으나 국고부담 보조증액

으로 요양급부의 제한이 없도록 하였다(現代社會福祉事典, 1981).

2) 1963년 노인복지법 제정

1963년 제정된 노인복지법 이전의 노인을 위한 복지시책으로서는 공적연금의 諸制

度와 생활보호, 그 외에 국민일반을 대상으로 한 사회복지시책이 있었으나, 심각한 노

인문제가 나타나고 국민적 과제가 되면서 노인복지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의 성립배경은 ① 고도경제 성장에 의한 사회경제의 변화, ② 가족에 의한 사

적 부양의 변화로 국민의 노후에 대한 관심의 증가, ③ 1959년 국민연금법 성립에 의

한 복지연금의 지급, ④ 빈곤노인대책만이 아니라 일반 노인들의 다양한 욕구에 대응

을 할 필요성 등이다(김용택, 1996).

이 법률의 내용은 제1장 총칙(목적, 기본적 이념, 노인복지증진의 책임 등), 제2장 복

지의 조치(겅강진단, 노인의료비의 지급, 노인홈의 수용 등), 제3장 노인복지시설, 제4

장 비용, 제5장 잡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이 법률에는 종합적 체계로서의 소득, 의료, 취로, 주택 등의 기본적 시책이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내용은 상기의 시책 이외의 복지조치와 훈시규정에 머

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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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1970년대의 급격한 노인의료비 증가

1) 1973년 복지원년 으로 70세 이상 노인의료비의 무료화(노인복지법 개정)

노인보건의료대책으로는 1963년에 노인복지법이 제정되어, 65세 이상의 자에 대한

노인건강증진제도가 시작되었다.

그 후 복지원년 이라고 하는 1973년 1월부터 70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자기

부담을 公費로 부담하는 노인의료비지급제도가 시작되었다.

이 제도는 노인은 병에 걸리기 쉽고, 만성인 경우가 많아 의료비의 부담이 높아지

게 되므로 노인들이 쉽고 편안하게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인의 부담을 덜어

주어 안심하고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다. 1980년대 노인보건제도 창설

1) 1982년 노인보건법의 제정(갹출금 제도, 일부 부담의 도입)

1973년 실시된 노인의료비지급제도는 전체의료비 중 노인의료비의 급격한 신장을

가져왔고, 이에 따른 국가의 재정부담은 물론 각의료보험제도간의 노인의료비 부담의

불균형이 발생하는 등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게 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건강에 대한 자각과 적정한 검진, 노인의료비의 공평한 부담

등을 주목적으로 해서 적절한 환자 일부 부담을 도입하고, 질병예방과 건강만들기를

포함한 종합적인 노인의료대책을 추진하는 제도가 창설되었다.

이로 인해 노인의료보험대책은 노인복지법으로부터 구분·정리되어 졌다.

2) 노인보건법 개정(노인보건시설 창설)

노인보건시설은 요개호노인에 대해서 의료적인 케어와 생활서비스를 포함해서 제

공하는 것으로 1986년 노인보건법 개정에 의해 창설되었다.

이는 1985년 1월 사회보장제도심의심의회의 건의에서 정한 것과 같이 의료시설과

복지시설의 중간적 성격을 지니고 있어 중간시설 이라고 불리우며, 특징을 보면 다음

과 같다.

첫째, 노인보건시설의 주된 기능은 가정복귀와 요양기능의 수행에 있다.

둘째, 노인보건시설의 주된 입소대상은 병상이 안정기에 있고, 입원치료를 할 필요

는 없으나 재활, 간호 개호를 필요로 하는 와상노인 등을 주된 대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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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비용은 노인보건시설 요양비를 지급하며, 생활보호대상자는 의료부조를 통하

여 제공한다.

넷째, 이용자가 부담해야할 항목은 시설에서 정하고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는 일

정액의 생활부조로 지원한다.

다섯째, 이용절차는 시설과 개인의 계약에 의한다.

여섯째, 시설의 직원은 입소자 100명 기준으로 의사 1인, 간호사 8명, 개호직원 20

명,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1인, 상담지도원 등이 있다.

라. 1990년대 21세기를 향한 고령자 개호 기반 만들기

1) 1989년 Gold Plan (고령자 보건복지추진 10개년 전략)의 수립

가) 골드 플랜 도입될 당시의 정치 경제적 배경을 보면, 1980년대는 작은 정부 를

표방한 신보수주의적 정책이 영향력을 미쳤던 시대로 사회보장정책의 분야에서 축소재

편성을 위한 제도개혁이 급진적으로 전개되었다.

이 신보수주의 정책은 자본의 축적이라는 면에서 각종 규제를 완화하거나 철폐하

여, 자유화, 효율화를 진행시킨 것으로 생산자 중심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

1989년에는 그간의 정책 현안이었던 소비세 도입이 추진되었는데, 이는 생산자가 아

닌 소비자가 부담을 하는 것으로 역진적 성격을 가진 것이다.

또한 약소 생산자에게 불리한 농산물 자유화 정책과 나아가 리쿠르트 사건 까지

폭로되어, 신보수주의의 정책은 대다수 국민이 반발하였다.

한편, 1989년 7월에 실시된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참패하였고, 동시에 일미구

조협의가 진행되어 일미 무역마찰의 해결 수단으로 유통기구의 문제나 양국의 가격 격

차문제 등 산적한 문제들을 소비자측 중심으로 해결해야하는 상황이 겹쳐져서 정부도

소비세의 생활자 소비자측 중심으로 수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이러한 결과 소비세 도입의 대의명분인 고령화사회에의 대응 이 전면에 부각되어

골드 플랜의 수립을 촉진하는 결과가 되었고, 이로 인해 1989년은 일본 사회보장정책

의 흐름에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나) 골드 플랜의 성립과정을 보면, 1989년 12월 대장 후생 자치성의 3대신(大臣)합

의라는 형태로 고령자 보건복지추진 10개년 전략(Gold Plan) 이 수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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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획은 1989년 4월부터 도입된 소비세의 취지를 기초로 하여 고령자 보건복지

서비스 분야에 있어서 공적 서비스의 기반을 구축함과 동시에 재택복지, 시설복지 등

의 사업에 대해서 1999년도까지의 10개년 목표를 설정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표5〉와같다.

〈표5〉 골드 플랜의 주요한 내용

1. 시정촌에 있어서의 재택복지대책의 긴급정비

ⅰ Home-helper Service

31,405명(1989년) → 100,000명(1999년)

ⅱ Short stay

4,274베드 → 50,000베드

ⅲ Day Service

1,080개소 → 10,000개소

ⅳ 재택개호지원센터

- → 10,000개소

2. 와상노인 제로작전 의 전개

3. 재택복지 등의 충실을 위한 장수사회복지기금 의 설치

4. 시설의 긴급정비

ⅰ 특별양호노인홈

162,019베드(1989년) → 240,000베드(1999년)

ⅱ 노인보건시설

27,811베드 → 280,000베드

ⅲ Care House

200명 → 100,000명

ⅳ 고령자생활복지센터

- → 400개소

5. 고령자 삶의 보람 대책 추진

6. 장수과학 연구추진 10개년 사업

7. 고령자를 위한 종합적인 복지시설 정비

자료: 小笠原祐次 橋本泰子 野 仁, 高齡者福祉 , 有斐閣,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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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990년 복지8법의 개정(복지서비스의 지방자치단체로의 일원화, 노인보건복지계획 등)

1990년에는 골드 플랜의 실시와 중앙사회복지심의회 등 복지관계3심의회 합동기획

분과회의 의견 등을 기본으로 시정촌에 있어서의 복지서비스의 일원화를 위해 체제정비

를 목적으로 한 제정이래 최대규모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개정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가) 재택복지서비스의 추진(노인복지법 5조의 개정)

재택복지서비스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하여 복지각법에 있어서, 소위 재택삼본주

(在宅三本柱)10) 등의 재택복지서비스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 그 위상을 명확화 했다.

나) 재택복지서비스 및 시설복지서비스의 시정촌에로의 일원화

특별양호노인홈 등에 대한 입소결정 등의 사무를 정촌에 이양하는 것에 의해, 주민

이 거주하는 지역의 인근에서 재택복지서비스와 시설복지서비스가 일원화하여 공급될

수 있는 체제를 정비했다.

다) 시정촌 및 도도부현 노인보건복지계획의 수립

노인에 대한 보건서비스와 복지서비스의 일체적인 공급을 위한 관점으로부터 시정

촌 및 도도부현은 그러한 서비스의 실시 목표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국가는 기

술적인 지도와 조언을 하는 동시에 필요한 원조를 해야한다.

라) 그밖에 유료노인홈의 설치에 대해서 사전계출제(事前屆出制)와 삶의 보람 건강

만들기 사업을 지원하는 지정법인제도의 창설 등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위의 내용 중에서 나)는 시정촌이 재택 및 시설의 복지서비스를 일원화하고 종합적

으로 제공가능한 체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써, 고령자의 보건 복지서비스에 관해서

는 시정촌 중심으로 라는 방침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

그리고 다)는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에 대응하여 고령자를 위한 보건 복지서비스의

계획적인 정비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모든 시정촌이 보건 복지 수요를 충분히 파악하

여, 이 수요에 기초하여 고령자 보건 복지서비스의 목표량을 정하도록 하였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1999년도를 목표로 하여 시정촌 노인보건복지계획에 있어서는

서비스 실시의 목표량 등을 중심으로 하고, 도도부현 노인보건복지계획에 있어서는

10) 일본의 在宅福祉의 기본이 되는 Home helper service, 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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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공급체제의 정비 등을 중심으로 계획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3) 1991년 노인보건법의 개정(공비부담의 개정 및 노인방문간호제도의 설치)

노인보건제도는 의료이외의 보건사업과 노인의료 및 노인의료비의 보장,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씨스템으로서 실시되고, 그 후 법 개정을 진행, 1988년 4월

부터 노인보건시설제도가 창설되었고, 노인의 일부부담금의 개정과 1992년 4월부터 노

인방문간호제도가 추가된 것에 의해, 현재에는 광범위한 고령자의 건강문제에 대응하

고 있다.

이러한 개정의 배경에는 1990년 복지8법의 개정으로, 보건 복지 의료부문의 종합적

인 고령자 개호대책을 진행시키기 위해 노인보건제도에 있어서도 개호제도의 충실에

중점을 두고 법률을 정비한 것이다.

4) 복지인재확보법 및 간호인력 등의 인재확보법의 제정

1992년 6월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시설 직원 퇴직수당공제법의 일부를 개정

하는 법률(소위 복지인재확보법) 과 간호부 등의 인재확보의 촉진에 관한 법률(소위

간호부 등 인재확보법) 이 제정되었다.

이 중에서 복지인재확보법은 골드 플랜 등의 원만한 실시를 위해, 사회복지시설의

직원이나 방문간호사 등 사회복지사업 종사자를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복지

인재확보법 등을 위한 기본 지침의 수립, 복지인재센터 및 복지후생센터의 지정, 퇴직

수당공제제도의 개선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간호부 등 인재확보법은 간호부 등의 인재확보를 위한 기본지침의 수립, 간호

부센터의 지정 등의 조치를 통해 간호부 등의 확보를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마. 1994년 12월 신Gold Plan 수립

1) 신골드플랜의 수립 배경

일본은 이제 막 평균수명 80이라는 세계최장수국이 되고, 21세기에는 국민의

약 4명당 1명이 고령자라는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러한 21세기의 고령사회를 모든 사람이 건강하고, 삶의 보람을 갖고, 안심하

고 생을 보낼 수 있는 사회가 되기 위해서도 20세기 남은 기간은 본격적인 장수

사회에 어울리는 사회 경제시스템을 정비해야만 하는 시기이다.

왜냐하면 21세기에 이르기까지의 일본 인구구조를 보면, 생산연령인구 총수가

증가하는 동시에 생산연령인구의 전인구에 해당하는 비율(생산연령인구 비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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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년대의 고도경제성장시대와 같은 수준이고, 생산연령인구에 부양되어지는 인구

의 비율을 표시하는 종속인구 지수가 40%대라는 낮은 수준이다.

이러한 인구구성은 고령화에 따라 경제사회전체의 부담을 흡수하기가 쉽고, 또

한 장기적 관점에서 사회자본의 정비 등 고령화를 위한 자본축적과 기존의 제도

개혁의 원활한 실시를 가능하게 하기 쉬운 조건이다.

이 인구구성상의 조건은 21세기의 고령사회에 있어서 본격적 장수 복지사회의

초석을 다질 필요가 있다.

〈표6〉신골드 플랜의 주요한 내용11)

서비스 명 Gold Plan N ew Gold Plan

1. 재택서비스

h om e h elp er 10만인 17만인

(h om e station) - 1만개소

sh ort stay 5만병 6만인분

d ay service 1만개소 1.7만개소

재택개호지원 센터 1만개소 좌동

노인방문간호 station - 5000개소

2. 시설 서비스

특별양호노인홈 24만병 293만인분

노인보건시설 28만병 28만인분

고령자생활복지센터 400개소 400개소

care h ou se 10만인 10만인분

3. Man-Pow er 양성확보

개호직원 - 20만인

직원등 - 10만인

OT, PT - 1.5만인

2) 시책의 기본적인 방향

급속한 고령화의 인식에서 이를 대비하기 위한 구체적 시책이 1989년 12월에

11) 日本 厚生統計協會 1996年 第43卷第12 pp. 198∼199를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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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보건복지추진10개년전략(골드플랜) 을 수립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1993년 도에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책정되어진 지방노인보건복지계획

에 있어서 골드플랜을 대폭 상회하는 고령자보건복지서비스 정비의 필요성이 명

확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과 골드플랜 책정 이후 각종 고령자보건복지시책의 정비 충실이

도모되어 질 수 있는 것 등을 기본으로 1994년 12월에 대장 후생 자치의 3대신의

합의에 의해 골드 플랜의 전면적인 수정이 이루어진 것이 신골드플랜이다.

정부의 고령화대책으로서는 이제까지도 정부 전체로서의 장수사회대책의 지침

으로서 장수사회대책대강 을 1986년 6월에 각의 결정하고, 1988년 10월에 향후

사회보장 시책의 기본적 사고방식과 목표를 가능한 한 구체화했다.

소위 복지비젼 을 국회에 제출했다.

골드플랜은 그 전개로서 고령자의 보건복지분야의 사업을 보다 구체화하고, 강

력하게 추진하기 위해 책정되어졌지만 신골드플랜은 그것을 상회하는 목표를 올

렸다.

신골드플랜의 책정에 따라서는 고령자개호대책의 긴급성을 고려하고, ①긴급하

게 실시해야만 하는 각종 고령자개호서비스 기반의 정비목표의 인상 등을 실시하

는 동시에 ② 利用者本位와 자립지원, 보편주의, 통합적 서비스 제공, 지역주의

를 기본이념으로 한다.

이용자 본위와 자립지원은 개개인의 의사를 존중하고 이용자 본위의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령자의 자립을 지원하는 것이다.

보편주의는 지원을 필요로 하는 고령자에 대해서 필요한 서비스 제공하는 것

이고, 통합적 서비스 제공은 재택케어를 기본으로 보건, 치료, 복지를 포함한 고령

자의 다양한 욕구에 적합한 대응이 가능한 효율적, 종합적 서비스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지역주의는 주민이 최대한 근거리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세분화하

여 제공 가능한 체제를 확립하는 것이다.

- 19 -



3) 구체적 시책 및 향후의 과제

가) 구체적 시책의 내용

(1) 재택복지서비스

고령자의 다수는 가능한 한 살고 있는 지역에서 삶을 유지하고 싶어하고, 이를

지원하는 재택복지서비스의 충실이 시급한 문제가 되고 있다.

모든 고령자가 심신의 장애를 갖은 경우에도 존엄을 유지하고, 자립해서 고령

기를 보낼 수 잇는 사회 환경을 실현하기 위해서 고령기 최대의 불안한 개호문제

에 대해서 개호를 필요로 하는 누구라도, 자립에 필요한 서비스를 자신이 거주하

는 근처에서 받을 수 있는 체재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재택복지서비스 기

반의 정비를 도모하는 것으로 한다.

서비스의 구체적 내용을 보면, ① home helpher에 대해서 휴일을 포함 24시간

대응이 가능한 체제를 구축하고, ② short stay의 기획이용의 보급 등 이용의 일층

탄력화를 도모하고 노인보건시설의 단기이용을 촉진하며, ③ day service center의

설치요건을 완화하고, 소규모 day service center 등의 설치를 촉진한다. ④ 재택서

비스의 복합화·netw ork화 등을 촉진, 보건복지서비스 정보제공지원 시스템의 보

급 등에 재택개호지원센터의 종합상담 care m anagement 기능을 강화하며, ⑤ 독

거노인 재택종합진료과의 보급 등에 필요한 의료의 충실화를 도모하고 재택의료

를 추진한다. ⑥ 재택복지사업자에 관한 규정을 완화하고 실시주체의 확대를 도모

하며, ⑦ 재택, 시설을 통합, 이용자의 입장에 서서 서비스 질의 평가를 실시하는

것과, 고령자에 대해서 적절한 케어를 제공하기 위해, 개개의 고령자에 대해서

care plan을 책정하는 것을 추진한다.

(2) 시설대책추진 10개년 전략

요개호노인 등이 기다리지 않고, 언제라도 시설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고

령자보건복지시설의 대폭적인 확충을 도모한다. 이를 위한 준비내용을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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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① 노인의 심신특성에 충실한 요양환경과 개호 능력을 준비한 병동의 정

비를 추진하고, ② 특별양호노인홈에 있어 기준면적 확대(개실화 추진)와 노인병동

에 있는 식당, 상담실의 정비 등 시설·병동에 있어 요양환경의 개선과 고령자의

생활의 편의를 위한 시설환경 정비를 추진한다. ③ 개호기기 등 복지용구의 적극

적 도입에 의한 시설 기능의 근대화, 자립지원 기능의 강화를 추진하고, ④ 소규

모 특별양호노인홈의 정비 등 도심부에 있는 시설정비 촉진을 위한 지원책을 강

구한다. ⑤ 보육소, 노인복지센터, 시보건센터 등 기타 보건복지시설로 지역의 공

공시설과의 복합적 정비 등을 추진하고, ⑥ 국립병원, 요양소의 재편성에 동반한

토지, 건물을 노인보건시설 등의 정비에 활용한다.

(3) 와상노인 zero작전의 전개

고령자는 그 활동이 무언가의 영향에 의해서 부자유스럽게 되고, 그것이 심신

기능의 쇠약을 가속화 한다는 악순환이 형성되고, 언제인가는 와상상태에 이르게

된다.

하지만 와상의 많은 부분은 적절한 훈련과 개호에 의해서 충분한 예방이 가능

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를 위해 와상은 예방이 가능하다 라는 의식을 보급하고, 고령자 개인의 자

립의식을 높이는 동시에 의료관계자는 무엇보다 가족과 개호자도 본인의 잔존기

능 유지 회복을 도모하는 측면에서, 그 악순환을 일상생활동작의 회복을 통하여

좋은 영향으로 반전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 실행에는 먼저, ① 와상노인을 예방하고, 고령자의 자립을 적극적인 지

원을 하는 관점에서, 지역에 있어서의 재활 실시체제의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시

정촌 보건센터를 중심으로 지역재활 사업을 추진하고, ② 뇌졸중, 골절 등의 예방

을 위해 보건사업의 충실을 도모하고, ③ 지역에 있는 고령자 보건서비스를 전개

하고 시정촌 보건센터의 정비를 추진한다. ④ 또한 지역에 있어서 와상노인의 예

방, 재택요양지도, 치매성 노인의 재택요양지도 등을 책임질 전문인력과 시정촌

보건부 확보를 도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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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치매성 노인 대책의 종합적 실시

치매를 위한 대책으로는 먼저, 지식의 보급, 계발, 상담, 정보제공체제의 정비

를 통한 대응을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치매에 관한 지식보급을 추진하고, 재택개호지원센터·노

인성 치매질환센터·시정촌 보건센터 등 지역에 있는 상담기관 상호의 연대를 강

화하고, 노인성 치매 질환 센터의 정비를 추진한다.

둘째로, 발병예방·조기발견·조기대응을 위해 주치의나 간호사, 개호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치매연수를 실시하고, 치매의 예방·조기발견·조기대응의 체제를 확

립한다.

셋째로, 치매성 노인의 치료·care의 실현을 위해서는 치매성노인전문 day

care시설의 정비를 추진한다. 또한 노인보건시설에 있어서의 치매전문병동 등의

정비를 추진하고, 노인성 치매질환치료병동 및 요양병동의 정비를 추진하며, 소규

모의 공동생활의 장(그룹홈)과 근접한 장소에서 소규모 데이서비스 등의 재택을

기반으로 한 care service의 충실한 실현을 도모한다.

넷째로, 치매에 관한 치료법의 확립·조사연구의 추진을 위해 치매성 노인의

실태파악을 진행하고, 장수과학연구의 일환으로 치매의 本態해명, 치료법의 확립

등을 위한 조사연구를 추진하며, 치매성노인의 care수법·처우기술의 개발을 진행

한다.

끝으로, 치매성 노인의 권리 확보를 위해 법제면에서의 대응을 포함한 치매성

노인의 권리확보를 위한 시스템을 검토한다.

(5) 고령자의 사회참여·삶의보람 대책의 추진

고령자의 삶의보람과 건강에 대한 추진사업」의 효과적 실시를 도모하고 노

인그룹활동의 지원 등을 통해 고령자의 사회참여를 추진한다.

(6) 고령자 개호인력 양성· 확보대책의 추진

지금까지 언급된시책의 원활한 실천을 위헤 양질의 서비스가 가능한 인력 확

보 또한 시급한 문제이다. 이를 위해서 개호복지사 양성시설과 간호부양성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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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간호교육시설의 정비를 추진한다.

또한 자질의 향상·연수체제의 정비를 위해 홈헬퍼양성연수, 신입시설직원연수

및 방문간호부 종사자 양성연수의 충실을 도모하고, 재택의료지원센터의 정비를

추진한다.

양질의 인재확보를 위한 직장환경의 정비를 통해 업무의 활성화, 근무시간의

단축, 복리후생의 충실을 도모하여 양질의 인재를 안정적으로 확보한다.

(7) 복지용구의 개발·보급 추진

복지용구의 연구개발을 촉진하여 고령자 장해자의 자립과 개호자의 부담을 경

감하기 위해 장수사회복지기금의 운용수익에 의한 연구개발지원을 실행하고, 국가

에서도 국립신체장해자재활센터 등에서 개호기기 등에 관한 연구사업을 추진한다.

한편, 복지용구의 보급 촉진을 위해서는 개호실습·보급센터를 확충하고, 복지

용구의 상담·정보제공·전시 등의 사업을 추진하며, 재택요개호자의 자립을 지원

키 위한 일상생활용구 급부 등의 사업을 고려하고, 자립지원을 필요로 하는 전체

고령자가 개개의 욕구에 부합하는 적절한 복지용구를 선택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

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8) 국민의 이용을 쉽게하는 서비스 제공체제의 종합적 정비

시정촌은 주민에게 고령자관련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재택개호지원센터를

정비하여 정보제공 기능을 충실하게 하고, 재택보건서비스의 이용상황과 서비스

이용자의 상황 등을 검색하여, 보다 실용적인 시스템의 개발을 추진한다.

(9) 민간 서비스의 활용 등 서비스 제공의 다양화 탄력화

다양한 고령자의 개호서비스 욕구에 대응하고, 이용자의 선택에 의한 자유로운

서비스 이용을 추진해 가는 동시에, 건전한 경쟁을 통한 효율적인 양질의 개호서

비스 공급을 추진하기 위해, 공적 서비스 이외에 민간서비스의 적극적 활용에 의

한 서비스 공급의 다양화·탄력화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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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개호서비스 실시주체에 관한 규제의 완화를 추진하고, 우량민간사업

자에 사업위탁 추진 등을 진행한다.

그리고 민간서비스의 질을 확보하는 관점에서, Silver Mark제도의 보급등 서비

스 평가체제의 확립을 도모한다.

(10) 장수과학연구의 종합적 추진

기초분야부터 예방법, 치료법의 개발, 간호 개호 분야, 그 외에는 사회과학분야

까지의 종합적인 장수과학에 관한 프로젝트를 실시한다.

(11) 주택대책·마을 만들기의 추진

고령자들이 안심하고 삶을 보내는 물리적인 주거환경과 도시기반을 정비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먼저, 고령자, 장애자를 배려한 주택의 정비를 실시한다.

세부적인 내용은 ①care house와 고령자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의 정비를 추진하

고, ②소규모 care house의 정비 촉진 등 도심부의 care house정비 촉진을 위한

지원책을 강구한다.

또한 ③고령자, 장애자를 배려한 민간주택의 정비촉진을 도모하기 위해 주택

의 신축, 증개축에 대한 정책융자 등의 충실과 집합주택을 포함한 고령자, 장해자

를 배려한 주택을 공급하는 민간 사업자에 대한 정책융자 등을 실시하며, ④고령

자 등을 배려한 주택메뉴얼, 주택설계지침을 책정하고 , 증개축 전문가의 충실을

도모한다.

또한 생활지원기능을 보강한 고령자에 적합한 주택정비를 실시한다.

먼저 ① H ome Helper Station, Day Service Center등을 부설한 Care H ouse(개

호대응형 케어하우스)의 정비를 진행하고, ②Silver H ousing과 senior주택정비, 공

공임대주택과 Day service center의 일체적 정비 등 주택과 재택복지서비스의 연

계에 의한 생활지원기능이 부가된 주택의 정비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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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장애자를 배려한 마을 만들기 추진을 보면, ①「장해자와 고령자에 편

안한 마을 만들기 추진사업」의 추진을 도모하고, ②민간사업자에 의한 노후의 보

건 및 복지를 위한 종합적 시설의 정비를 촉진한다. 그리고 ③공공 건축물과 도로

등 공적 공간의 정비추진 등 고령자, 장애인에 살기 편한 마을 만들기를 추진한다.

(12) 자원봉사활동, 복지교육, 시민참가의 추진

자원봉사활동, 복지교육의 추진을 위해서 자원봉사자 활동을 지원하는 자원봉

사자센터 사업의 충실을 도모하고, 지역복지센터 등 쟁점 시설의 정비를 추진하는

한편, 아동과 학생 자원봉사자 활동의 촉진을 도모한다.

그리고 국민모두가 개호에 관한 실천적인 지식과 기술을 익히도록 하는 시책

을 추진한다.

나) 향후과제

1994년 12월 3대신의 합의에 있어서는 보다 효율적이고 국민 누구나가 쉽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개호서비스를 실현한다는 관점에서, 새로운 공적개호시

스템의 창설을 포함한 종합적인 고령자 개호 시책의 검토를 추진하였다.

고령자에 대한 개호는 국민의 노후생활에 있어서 최대의 관심사가 되었으며,

그 과제에 대응하는 새로운 공적 시스템에 대해 1994년 12월에 후생성의 연구회

인 고령자 개호 자립지원시스템 연구회 의 보고서가 제출되었다.

이 보고서에는 고령자의 자립지원 을 개호의 기본이념으로 하여 개호에 관한

기본인 복지, 의료 등의 제도를 재편성하고, 고령자 자신이 서비스를 선택하는 것

을 기본으로 하는 사회보험방식의 도입 등이 주된 내용으로 되어 있다.

이 연구회보고 등을 참고로 해서 노인보건복지심의회에서 검토가 이루어져

1996년 4월 22일에 보고서가 제출되어졌다. 또한 동년 6월 10일 개호보험제도안

대강에 대해서 후생대신에 보고되었다.

개호보험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그것을 지원하는 개호서비스 기반의 정비가 반

드시 필요하고, 개호보험제도의 창설과 동시에 신골드플랜등에 근거한 개호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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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 정비의 촉진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수행하면서 시책의 실시는 이러한 목표를 구체화하기 위해 국

가, 도도부현, 시정촌 등이 각각의 역할을 고려하고, 적절한 사업을 실시하는 동시

에 지방공공단체가 지역의 특성에 대응한 자주적인 고령자 개호시책을 지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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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7〉일본 노인보건복지정책의 경위

(고령화율)
○ 1960년대 (노인의료 복지제도의 기반 만들기)

1961년 국민개보험의 실시

1963년 노인복지법의 제정

5.7%(1960년)

○ 1970년대 (노인의료비의 증가)

1973년 복지원년 으로 노인의료비의 무료화

(노인복지법의 개정)

7.1%(1970년)

○ 1980년대 (노인보건제도의 창설)

1982년 노인보건법의 제정(갹출금 제도, 일부 부담의

도입)

1986년 노인보건법의 개정(노인보건시설의 창설)

9.1%(1980년)

○ 1990년대 (21세기를 향한 고령자 개호 기반 만들기)
1989년 Gold Plan(고령자 보건복지추진 10개년 전략

의 수립

1990년 복지8법의 개정(복지서비스의 지방자치단체로의 일원

화, 노인보건복지계획 등)

1991년 노인보건법의 개정(공비부담의 개정 및 노인방문간호

제도의 설치)

1992년 복지인재확보법, 간호부 등 인재확보법의 제정, 의료

법의 개정(요양형 병상군의 창설)

1993년 도도부현, 시정촌 노인보건복지계획의 수립

1994년

3월 21세기 복지비젼 수립, New Gold Plan의

수립 및 신개호시스템의 구축을 제언

9월 사회보장제도심의회 사회보장장래상위원회

제2차 보고(공적개호보험제도의 창설을 제창)

12월 New Gold Plan 의 수립

1996년 14.8%(1996년)
1월 노인보건복지심의회 제2차 보고(개호급부 및 기반정비

에 관하여, 국민들에게 정보를 공개공개하는 관점에서

구체적인 내용과 기본 구상을 결정)

4월 노인보건복지심의회 최종보고(고령자 개호보험제도에

관한 문제점 검토와 정리를 하여 후생성이 주체가 되

어 제도의 구체적인 시안을 작성할 것을 요청

1997년 5월 공적개호보험의 국회 중의원 본회의 통과

자료: 변재관, 일본 노인보건복지정책의 검토 , 보건복지포럼 , 통권 제12호,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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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민간차원의 새로운 움직임

민간차원의 새로운 움직임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다.

우선, 일본의 고령화는 요개호노인의 증대뿐만 아니라 급격한 경제성장에 의한 사

회변동, 가족변동이 고령자들의 생활전반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므로서, 사회복지 욕구

를 증대시켰다.

둘째로, 욕구의 변화는 그에 대응할 복지서비스의 다양화를 촉진하였다. 과거처럼

가족에 의한 욕구충족이 어려워지고, 사회적 차원의 해결을 요하는 고령자의 욕구 표

출, 그리고 비화폐적 욕구 등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서비스 지원체계의 필요성이

증대된 것이다.

결국 이러한 욕구의 변화는 서비스 제공주체의 다원화와 공사간 역할분담을 재확

립하기에 이르렀다.

앞에서도 설명했듯이 1973년은 복지원년 으로 칭해지고 있으나 같은 해 제1차 오

일쇼크로 국가의 경제성장은 마이너스가 되고, 중앙정부와 지방공공단체의 재정은 급

속하게 악화되었다.

이로 인해 1980년대 초반에 행·재정개혁의 검토가 시작되었고, 비화폐적 욕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데는 공적서비스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민간영리단체와 민간

비영리단체, 지역주민 등의 모든 자원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인식되었다.

그 예로 1978년에는 東京都武藏野市가 공적인 서비스를 보완할 비영리 유료서비스

를 구상하여 1980년 12월에 武藏野市복지공사가 설립되고, 다음 해부터 사업을 개시하

였다.

또한 이러한 새로운 서비스제공주체는 급속하게 증가하여 1996년 3월 현재 861개

단체가 확인되었다.12)

그 형태를 보면, 互助型, 社協型, 生協型, 農協型, 行政關與型, 施設運營型, Family

Service Club 등이 있다.

12) NORMA 社協情報 , 3月 , 全國社會福祉協議會,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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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 일본 노인보건의료정책과 관련부문간 상호연대적

측면에서의 분석

1. 일본 노인보건의료정책의 구조

가. 의료보험

1) 의료보험제도의 개혁

일본의 의료보장제도는 직역보험인 건강보험제도, 각종 공제조합 등과 지역보험인

국민건강보험제도로 분리하여 발전해 왔으나, 향후 고령화사회에 알맞은 제도의 준비

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급부와 부담의 공평화를 도모하여야만 국민들의 신뢰속에 정

착할 수 있는 제도가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 지금까지도 건강보험법 등 의료보험 각 제도의 개혁이 시행되어 왔지

만, 앞으로는 이것에 더하여 양질의 효율적인 의료의 확보와 보험, 복지, 의료서비스의

통합이라는 관점도 배려하면서 노인보건제도를 포함한 의료보험제도 전반에 걸친 개혁

이 이루어져야 할 과제이다.

2) 의료비의 적정화

국민의료비는 20조엔 시대를 맞이했다. 〈표8〉을보면, 1985년도의 국민의료비는 16

조 159억엔에서 95년도의 의료비는 26조 9577억엔 달하고 있다.

안정적인 의료공급을 확보하며 국민이 의료보험제도에 대해 신뢰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현재 국민소득의 6.1%정도를 차지하는 국민의료비를 적정한 수준에 머무르

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의료공급체제 자체의 검토와 지역의료계획의 적정한 실시와 노인보건

시설의 정비도 중요하다.13)

13) 송정부, 일본의 사회보장제도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최근 외국의 사회보장, 1992. p .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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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8〉연차별 국민의료비 추이

(단위: 억엔)

1955년 1965년 1975년 1985년 1995년 1996년 1997년

국민의료비 2,388 11,224 64,779 160,159 269,577 285,210 290,651

자료: 후생성, 국민의료비 , 1999.

3) 의료공급제도의 재검토

진료소와 의료시설에서는 충분한 의료를 받을 수 없다는 불안과 정보부족으로 인

해, 환자들은 대학병원으로 몰리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의료기관간의 정확한

역할분담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과, 고액의료기의 도입경쟁이 일어나 의료자원의

활용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리고 급성질환 중심시대의 병원기준에서는 장기요양이 필요한 입원환자를 위해

구조적인 개편이 요구되고 있다(송정부, 1992).

나. 노인보건제도

1) 노인보건제도의 개요

일본의 노인보건 의료대책은, 의료보험 각 법에 기초한 보건제도와 노인복지법

에 기초하여 1973년부터 실시된 노인의료비 지급제도(의료보험의 자체부담을 공비

에서 부담하는 제도)로부터 추진되었으나, 인구의 고령화 등에 의해 노인의료비의

급격한 증가와 노인가입율의 격차에 의해 의료보험 각 제도간의 부담 불균형 등

의 문제가 야기되었다.

이러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질병의 예방으로부터 치료, 기능훈련 등에 이르

는 종합적인 보건사업을 실시하는 것과 동시에, 노인의료비를 전국민이 공평하게

부담하기 위해 공비와 의료보험 각 법의 보험자로부터 갹출금으로 조달하고, 또한

정액일부부담을 환자가 지불하도록 한 노인보건제도가 1983년 2월부터 실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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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현재에 이르기까지 4회에 걸친 개정이 이루어 졌다.

1986년에는 노인보건제도의 장기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일부 부담의 개정,

가입자 안분율의 개정, 노인보건시설의 창설 등이 이루어 졌다.

또한 1991년에는 노인방문간호제도의 창설, 일부부담의 개정, 개호에 착안한

공비부담율의 인상 등을 내용으로 한 개정이 이루어 졌다. 이 개정에 의해서 1995

년부터 일부부담금액을 소비자 물가지수의 변동에 대응하는 슬라이드制를 체택한

것이다.

1994년의 개정은 첨부(添附)간호 개호의 원내화, 입원시 식사에 대해서 급부의

제고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것도 있다. 한편 그 개정과 시기를 같이해서 노인보건

복지심의회가 신설되었다.

가) 노인의료수급자

먼저 노인의료수급자는 건강수첩을 제시하고 노인보건법상의 의료를 받는 것

이 가능한 자를 말한다.

수급대상자는 건강보험, 공제조합, 의료보험 피보험자 또는 피부양자이고, 70세

이상 또는 65세 이상 70세 미만의 장애인으로 한다.

현황을 보면 수급대상자의 수는 인구고령화에 따라 매년 증가하고 있고, 노인

보건법이 발족한 1983년에는 647만명에 이르렀고, 1993년도에는 1,088만명으로 10

년간 약 1.7배가되었다.

이후에도 노인의료수급자 수는 증가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지고, 이에 따라

노인의료수급대상자에 대한 의료비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나) 의료비 갹출금

노인보건법상 노인의료수급자에 관계되는 의료에 필요한 비용은 국민전체가

부담한다는 관점에서 도도부현, 시정촌 각 의료보험 보험자 및 환자가 각각 일정

부담을 한다. 그 가운데 보험자는 환자부담을 제외한 7할(노인보건시설 요양비 등

개호의 요소가 강한 의료에 관련한 비용에 대해서는 5할)과 의료비의 심사지불에

관한 사무비 전부를 부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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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갹출금을 각 보험자가 각각 부담하는 것으로 되었으나, 그 산정에 있어

서는 보험부담이 공평하도록 각 보험에 있는 노인가입율의 격차를 시정한다.

각 보험자는 부과된 갹출금을 사회보험진료보수기금에 납부한다. 의료비 갹출

금의 총액은 노인의료비 증가에 따라 매년 증가하고 1983년도에는 약 2조 3천억

엔 이었던 것이, 1993년도에는 약 4조 8,772억엔에 이르렀다.

다) 노인의료비 자기부담

의료에 필요한 비용에 대해서는 건강에 대한 자각을 조성하고, 세대간의 부담

을 공평하게 한다는 관점에서 환자가 일부부담금을 지불토록 한다.

노인의료 일부부담의 특징을 보면, 다른 의료보험제도가 정율제를 채택한데 비

해 정액제를 채택했다는 것이고, 이것은 고령자에게 무리하지 않는 범위에서 일부

를 부담케하는 것이다.

일부부담금에 대해서는 1995년도부터 소비자물가지수를 지표로 개정되고 있고,

외래는 1,010엔/ 월, 입원은 700엔/ 일(저소득자는 2개월간 한정으로 300엔, 이후는

무료)로 되어 있다. 또한 1994년 10월 건강보험법 등의 개정에 의해 입원한 경우

는 일부부담만, 입원시 식사요양비에 해당되는 표준부담액을 지불하고 있다. 현재

표준부담액은 600엔/ 일 이고, 저소득자는 450엔/ 일, 300엔·200엔으로 감액조치도

제정되었다.

다. 건강관리사업

건강증진사업으로는 40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한 건강수첩의 교부, 보건교육,

건강상담, 연 1회의 건강진단, 기능훈련, 방문지도가 있다.

건강교육 및 건강상담 등 보건서비스는 시 정 촌 보건센타와 보건소 등에서 수행

하고, 사업비용은 중앙정부 1/ 2, 도 도 부 현과 시 정 촌이 각각 1/ 2씩 부담한다.

주요사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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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강수첩의 교부

가) 역할 및 서비스

건강수첩은 스스로의 건강관리와 적절한 의료를 제공받기 위하여 건강검진의 기록

과 기타 노후의 건강 유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는 것이다.

나) 이용자격

본 사업의 이용대상은 70세 이상 및 65세 이상 70세 미만의 와상 상태의 자에게

는 모두 건강수첩이 교부되며, 40세 이상에 대해서는 건강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

는 자에게만 교부한다.

2) 보건교육

가) 역할 및 서비스

주로 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영양사 등을 강사로 하여, 성인병 예방과 건강증진을

주제로 한 일반 건강교육과 간암예방, 유방암 등의 중점건강교육이 있고, 시정촌 건강

센타와 공민회관 등에서 보건학급 , 건강교실 등의 명칭으로 시행된다.

나) 주된 이용대상은 40세 이상의 자와 상황에 따라 대상자의 가족도 포함한다.

3) 건강상담

가) 역할 및 서비스

주된 역할은 심신의 건강에 대한 개별상담으로 지도와 조언을 통하여 가정에서의

건강관리에 도움을 주는 것이고, 성인병예방에 관한 일반 상담과 그 외의 중점 건강

상담으로 질병상태별 식생활 개선상담, 치아건강상담, 노인건강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나) 주된 이용대상은 40세 이상의 자와 상담내용에 따라 대상자의 가족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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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건강진단

가) 역할 및 서비스

암, 심장병, 뇌졸중 등의 성인병예방과 조기발견을 위하여 연 1회 필요한 검사와

검사결과에 기초하여 지도를 함으로써 장년기부터의 건강관리와 노후의 건강유지에

도움을 주고자 함을 목적으로 하고, 건강진단의 내용은 기본건강진단과 위암, 자궁암,

간암, 유방암 등의 암검진 등이 있다.

기본건강진단에서「要醫療」라고 판정된 사람과 암검진에서「要精檢」으로 판정된

사람에 대하여는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도록 지도하게 된다.

또한 기본건강진단에서「要指導」로 판정된 사람 중에 생활습관개선이 필요한 사

람과 기본건강진단에서「要醫療」로 판정된 사람이 수진결과 의료의 필요는 없으나 생

활습관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정된 사람 등에 대하여는 식생활, 운동, 휴양 등의 생

활습관의 개선에 대하여 의사, 간호사, 영양사 등에 의한 지도가 이루어진다.

나) 이용방법 및 대상

지역의 보건소, 시정촌 보건센타와 의료기관 또는 검진차 등에서 실시하고, 이용

대상은 40세 이상인 자중 희망자에 한하며, 자궁암 검진, 유방암 검진은 30세부터 받

을 수 있다.

피용자 본인은 회사나 의료보험에서 검진을 받으므로 이 건강검진은 주로 피용자

의 가족이나 자영업자등 지역주민이 된다.

다) 비용지불

수진자는 검진의 종류에 따라 100엔 2,000엔 정도의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되

어 있으나 70세 이상인자 및 저소득자에 대해서는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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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능훈련

가) 역할 및 서비스

신체의 기능이 저하된 40세 이상에 대하여 기능의 유지, 회복을 목표로 일상생활

의 자립을 돕기 위해 시행하는 훈련으로서, 의사의 지도하에 理學療法士·作業療法士

등이 보행훈련, 일상생활 동작훈련, 그룹체조 등의 훈련을 실시한다.

나) 이용방법 및 대상

기능훈련을 받으려면 기능훈련희망자가 사전에 시정촌에 신청을 해야한다.

시정촌은 의사의 판정에 따라 훈련실시시설의 실태, 훈련실시담당자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훈련대상자를 결정한다.

훈련 실시장소는 시정촌 보건센타, 보건소, 건강증진센타, 노인복지센타, 특별양호

노인홈 등이 있다.

이용대상은 40세 이상의 자중 뇌졸중의 후유증, 류마티스 등의 골관절질환, 노화

등으로 신체가 부자유하여 기능이 저하된 자이다.

6) 방문지도

가) 역할 및 서비스

40세 이상으로 가정에서 와상상태에 있거나, 그에 준하는 상태에 있는 자에 대하

여 간호사 등이 방문하여 본인 및 가족에게 요양방법과 기능훈련·간호방법 등의 지

도를 한다.

나) 이용방법 및 대상

의사의 판정에 따라 방문지도 여부를 결정하고, 이용대상은 40세 이상자 중 가정

에서 거동불편상태에 있는 사람이나 이와 비슷한 상태에 있는 사람과 건강진단 등의

결과 지도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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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일본의 노인보건사업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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資料: 의료보험연합회, 日本의 老人保健醫療와 健康保險의 給與制度 , 1994, 그림 3 3 p.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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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노인보건시설

1) 설치 취지

일본의 와상노인 등 요개호노인은 1996년 기준으로 약 100만명 이고, 21세기에

는 그 수가 14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어 요개호노인 대책은 긴급한 과제가

되었다.

요개호노인 중에는 병상이 안정기에 있고, 치료보다는 대개 간호 개호와 재활

을 중심으로 하는 의료케어와 생활서비스를 필요로 하고 있는 노인이 다수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노인보건시설은 이러한 요개호노인에 대해서 의료Care와 생활서비스를 병행

제공하고 가정복귀를 촉진하는 시설로서, 1986년 노인보건법 개정에 의하여 창설

되고, 1988년도부터 제도화되었다.

2) 설치 목적

노인보건시설은 질병, 부상 등에 의해 와상상태에 있는 노인 또는 이에 준하는

상태에 있는 고령자에 대해서 간호 또는 의학적 관리하에 개호 및 기능훈련 기타

필요한 의료를 행함과 동시에 일상생활상의 보조를 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3) 입소대상

병약한 와상노인, 병약하고 와상에 준하는 상태의 노인, 치매성노인, 초로기 치

매상태에 있는 자로 어느 것이든 해당하면 입소가 가능하다.

여기에서 말하는 병약 하다라는 것은 만성질환의 병상안정기(病狀安定期)에

있고, 입원치료를 필요로 하지 않지만, 의사의 관리하에서 의학적 관리가 필요한

상태를 말한다.

노인보건시설의 대상이 되는 초로기 치매환자는 구체적으로 알츠하임머병 및

픽크병 환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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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노인보건시설의 서비스

주된 서비스로는 입소서비스와 재택서비스로 나뉘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

면 다음과 같다.

입소서비스에는 이상기 또는 보행기의 재활, 일상생활동작훈련, 체위변환, 청

결, 식사 보조, 입욕 등의 간호 개호서비스, 비교적 안정한 병상에 대한 진찰, 투

약, 검사, 처치 등의 의료Care 그리고 이발 등의 개인적인 보조, 일상생활 개호 등

이 있다.

다음으로 재택서비스로는 단기보호(Short stay), 통소자에 대한 주간보호(Day

service, 치매성노인 Night care를 포함) 및 시설퇴소자에 대한 지도, 시설이용자에

대한 개호지원 등이 제공되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첫째, 단기보호(Short stay)는 재택에서 간호 개호를 행하고 있는 요개호노인이

가족의 질병, 휴양 등의 이유로 가정에 있는 개호 간호의 기능이 일시적으로 저하

된 경우에 요구호노인을 단기간(14일이내) 입소시켜 가족에 의한 개호를 지원하는

것이고

둘째로, 주간보호(Day care)는 하루 중 일정시간(6시간을 표준)동안 지역의 요

개호노인을 입소시켜 재활 입욕 식사 등의 일상생활훈련을 행하는 것이며,

셋째로, 치매성노인 야간보호(N aght care)는 주간보호의 일종이지만 치매성노

인 대책으로부터 와상상태가 아닌 치매성노인을 대상으로 행해지는 서비스이다.

넷째로, 시설퇴소자의 지도 등의 서비스가 있는데 입소자가 가정으로 복귀한

후, 안심하고 요양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퇴소시 및 그 가정에 퇴소 후 요양상

의 지도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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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노인보건시설의 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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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財團法人 長壽社會開發센타, 老人의 保健醫療와 福祉 ,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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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노인보건시설의 요양비

노인보건시설에서는 운영의 기본적 이념을 기초로 와상노인 등의 다양한 욕구

에 대응한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된다.

노인의료수급대상자가 노인보건시설로부터 간호, 의학적 관리하에 있는 개호

및 기능훈련 그 밖의 필요한 의료 등 시설요양을 받을 때에는 그 비용에 대해서

시정촌장이 노인보건시설 요양비를 지불하고 있고, 부담비율은 국가 4/ 12, 도도부

현 및 시정촌이 1/ 12, 보험자가 6/ 12를 부담한다.

6) 노인보건시설의 이용료

노인의료급부대상자에 대해서는 시정촌장이 시설요양에 드는 비용에 대해서

노인보건시설 요양비로 지불되어지고 있지만, 그 외의 식비, 일상생활비, 교양오락

비 등의 비용에 대해서는 시설이용자가 부담하고 있다.

노인보건시설 이용료는 시설에서 결정하고, 입소 및 통소 개시시 반드시 명시

해야만 하고 노인보건시설 내부 중 보기편한 곳에 이용료에 관한 사항을 게시해

야 한다.

마. 노인방문간호제도

1) 종합적 지원체제의 정비

노인의료에 대한 기본적인 태도는 노인의 심신의 특성을 기본으로 양질의 의

료를 효율적으로 공급해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히 노인의 삶의 질 확보를 위하

여 전체적인 일상생활동작 능력을 유지, 회복되는 동시에 가족 및 외부로부터의

지원에 의해 따뜻한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요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개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이 가정에서도 안심하고 요양을 할 수 있

도록 담당의사와 연계하여 노인방문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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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방문간호제도는 가정에 있는 와상노인 등이 지역에 설치된 노인방문간호

station」으로부터 간호사의 방문등에 의한 청결, 욕창방지 및 처치, 재활 등의 방

문간호서비스를 받는 제도이다.

지금까지 병원과 진료소 등에서 실시되고 있던 방문간호는 인력확보 등의 측

면에서 충분한 서비스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노인방문간호스테이션의 신설

로 인해 재택간호서비스의 향상이 기대되고 있다.

2) 대상자

노인방문간호제도의 대상자는 질병, 부상 등에 의해 가정에 있으면서 와상의

상태 또는 그에 준하는 상태에 있는 노인의료급부 대상자에 대해 주치의가 방문

간호의 필요를 인정한 자로 한다.

3) 서비스

노인방문간호스테이션으로부터 주치의의 지시에 근거해서 간호사 등이 방문하고,

가정에서의 요양상의 보조 또는 필요한 진료의 보조인 간호서비스를 제공받는다.

구체적인 간호서비스로서는 병상의 관찰, 욕창의 처치, 기능훈련(재활), 청결,

터미널케어(인생의 종말기 요양의 보조), 체위교환, 가족 등에의 개호지도 등이 실

시된다.

4) 실시주체와 요양비

본 제도의 실시주체로는 지방공공단체,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등으로서 일정

기준에 의해 도도부현지사의 지정을 받은 자가 지역에 방문간호를 행하는 사무소

(노인방문간호station)을 설치하고 방문간호를 실시한다.

노인방문간호 요양비는 노인보건시설 요양비와 동일한 실질적인 현금급부로

지급되고 있다.

따라서 방문간호를 받는 자는 이용료 부담만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용

료는 기본이용료 250엔/ 일 이고 시간외 및 장기간 이용에 대한 차액비용 및 생활

필수품 비용인 기타이용료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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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일반보건의료정책 발전과정에서의 상호연관성

보건사업에 대해서는 장년기로부터 건강만들기를 착실히 추진하기 위해 제1차로부

터 3차의 계획에 기초한 사업의 추진이 도모되고 있다.

즉 지속적인 의료비의 증가가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어, 장기적인 차원에서

대책마련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14)

가. 제1차 계획(1982년∼1986년)

건강진단의 수진자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위암검진 및 도시지

역의 수진율이 저조하여, 이러한 수진율의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되었

다. 1986년도에는 간질환 및 심질환의 대책에 충실을 도모하기 위해 일반검진의 항목

에 간기능검사, 콜레스테롤 검사가 추가되었다.

나. 제2차 계획(1988년∼1991년)

제2차 계획에서는 성인병에 의한 사망률의 감소 등, 보건지표의 개선목표를 구체적

으로 제시하였다.

건강교육 및 건강상담에 대해 중점을 두었고, 건강검진에 대해서는 종래의 일반검

진과 정밀검진을 일원화한 기본건강검진제도를 도입하였다.

다. 제3차 계획(1992년∼1999년)

제3차 계획에서는 특히 일차 예방을 추진하는 관점에서 건강교육가이드를 작성하

는 동시에, 기본건강검진 항목의 보강이 이루어졌다.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역 재활코디네이터 양성연수와 건강주간(매년 10

월 10일부터 16일까지)을 중심으로 한 홍보활동 전개, 건강지도(전국 시정촌 및 도도부

현별 각종 건강지표를 지도화한것)의 작성, 공표가 실시되었다.

14) 厚生統計協會, 國民衛生의 動向 , 1999, 第46卷第9 . p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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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제4차 계획

1999년 말로 종료되는 신골드 플랜과 2000년 4월 실시되는 공적 개호보험제도, 그

리고 제3차 계획의 종료 후 노인보건사업이 취해야할 지향에 대하여 검토하는 것을 목

적으로 의료보험복지심의회 노인보건복지부회에 고령자 보건사업의 방향성에 관한 전

문위원회 가 설치되었다.

여기에서는 보건 의료 복지에 종사하는 담당자간의 협의 등을 통해, 개개의 대상자

에 대하여 삶의 보람 대책 등을 포함한 보건 복지 의료의 통합적 제공을 추진하기로

했다.

3 . 노인복지정책 수립 및 발전과정에서의 상호연관성

1963년 제정된 노인복지법이 1980년대에 들어와 보건과 복지를 함께 풀어야 한다

는 문제가 제기되면서 노인복지법에서 미비한 부분을 노인보건법을 창설하여 상호 보

완하고자 하였다.

이들 노인복지법과 노인보건법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과거에는 건강진단의 실시,

노인의료비의 지급 등 노인의 심신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가 노인복지법에 입각한 복지

의 조치로서 규정되어 있었지만, 1982년 노인보건법이 제정되면서 노인복지법이 정한

것 이외에는 노인보건법을 따르기로 했다.

따라서 양 법률의 관계는 노인복지법이 노인보건법의 모법으로서 위치하기 때문에

노인의 건강유지에 관해서는 노인복지법의 기본이념에 따라서 노인보건법에 구체화된

것이라 하겠다(김용택, 1996).

또한 시정촌으로 이양된 보건복지서비스의 주된 통로로 보건복지사무소를 이용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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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보건과 복지의 연대 15)

가. 연대의 의미

연대라는 것은 서로 다른 분야가 하나의 목적을 향해서 함께 일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대가 초기에는 개별조직간의 정보교환으로 시작해서, 다른 조직간의

정기적인 업무제휴로, 그리고 더 나아가 한 개의 조직처럼 항상성을 갖게되는 통

합과정을 거치게 된다.

나. 보건과 복지의 연대 목적

연대의 목적은 연대에 의해서 사업과 활동을 보다 효과적이면서 효율화하는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서비스의 수혜자인 환자와 주민 또는 사업의 대상자의 건강과

생활을 보다 충분하게 보장하는 것이다.

환자와 가족의 케어에 대한 만족도를 최대로 하는 것이 연대의 최종 목표가

된다.

또한 연대를 통해 사업의 중복을 막는 것도 목표 중 하나이다.

실제적인 보건과 복지의 연대 목적은 주로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과 장

애인을 가정에서 계속적으로 케어하고자 하는 것이다.

향후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령인구는 증가할 것이 예상되며, 이들 노인들

의 희망은 가능한 한 가정에서 요양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욕구를 실현시키기 위한 새로운 시스템 구축도 연대의 특정적인 목적

이 된다.

다. 보건과 복지의 연대가 요청되는 원인

보건과 복지의 연대를 요청하는 첫번째 요인은 지역에서의 욕구가 복잡해지고

복합화한다는 것이다.

15) 자료: 前田信雄, 保健醫療福祉의 統合 , 勁草書房,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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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예는 주간보호와 단기보호로 만족할 수 없는 새로운 욕구의 출현으로

야간보호가 발생한다든가, 고령자의 특성에 맞는 주택의 욕구가 케어기능을 갖춘

주택의 공급을 가능하게 한 것 등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둘째로 이러한 복합적 욕구의 경우, 문제해결이 용이하지 않아 각 분야에서 문

제해결을 위해 필요한 것들에 대한 상호 의존도가 높아질 수 있다.

예를 들어 노인과 장애인의 일부에서의 중증화를 들 수 있다.

이들은 일상생활동작에서 의존도가 높아지는 사례가 많다. 이러한 경우, 전면

적인 해결이 조기에 요구되고 있으나 개별적인 보건이나 복지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와상노인이나 치매노인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노인의 기본생활을 확보하려면 개호자인 가족에의 원조가 반드시 필요

하다.

그것이 없이는 의료나 간호만을 제공해도 기본적인 문제해결이 어렵다.

따라서 문제를 발생시키는 요소를 각각 대응할 수 있는 분야간의 협력과 대처

가 요구된다.

셋째로 이러한 욕구가 장기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사람에 따라서는 개인의 질환이 상당 기간 지속되어 요개호상태가 발생하는

것이다. 결국 구체적인 원조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보건, 의료, 복지, 그 외 분야의

연대가 요구되고 있다.

미국의 장기요양(Long-term Care)과 유럽의 계속케어(Continu ity of Care)가 그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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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 일본 노인보건의료재정 조달방식의 변천 분석

1. 의료보험재정간의 연관성

현재 일본노인은 피용자보험과 국민건강보험 및 이것을 기초로 한 공동사업

인 노인보건법에 의한 의료혜택을 받고 있다. 즉, 종사하는 직업에 따라 정부 관

장보험, 조합관장보험 및 그 외의 피용자보험에 가입하고, 퇴직한 후에는 피용자

보험의 피보험자 또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시정촌의 국민건강보험에 가입

하고 있다.

노인의 의료보험 가입순위는 국민건강보험, 정부관장 건강보험, 조합관장 건강

보험이고, 국민건강보험에서의 노인 증가비율이 가장 높다. 또한 피용자보험과 국

민건강보험에 가입해 있는 70세 이상의 모든 노인과 시 정 촌장에 의해 노인보건

법 시행령에 정해진 장해인정을 받은 65∼69세의 노인은 노인보건법에 의한 의료

혜택을 받고 있다.

이러한 노인들에 대한 의료혜택에 따라 노인들의 의료비는 지속적인 증가를

보이고 있다. 국민건강보험(시정촌)의 총 의료비에 대한 노인의료비의 비율 은

10%선을 유지하였으나, 1973년 노인의료비 지급제도 실시 이후 일거에 20%로 증

가하였다. 그리고 노인의료비는 1989년 55,578억엔에서 1990년 59,269억엔으로, 1

인당 노인의료비는 1989년 594천엔에서, 1990년 609천엔으로 증가하였다. 1990년

의 노인 1인당 의료비는 노인을 제외한 인구의 의료비보다 약 4.4배 높게 나타나

고 있어서, 노인의료비 지출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16)

현재의 정부관장건강보험의 보험요율은 85/ 1,000, 국고보조는 보험급부비의

13%, 노인보건갹출금의 16.4%로 되어 있다. 최근 경제성장율의 저하로 인해 보험

료수입이 침체에 빠지고, 1997년도에는 약 950억엔의 적자가 발생했다.

16) 醫療保險制度硏究會 編, 눈으로본 醫療保險白書 -醫療保障의 現狀課題 , 1993, p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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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9〉일본 노인의료 수급대상자 수 및 노인의료비 추이

(단위: 명, 엔)

연도
노인의료

수급대상자(천명)
노인의료비

1인당 노인의료비

(천엔)

1980

1985

1988

1989

1990

5,907

8,157

9,084

9,363

9,732

21,269

40,673

51,593

55,578

59,269

360

499

568

594

609

자료:厚生統計協會, 厚生의指標(臨時增刊)保險과年金의動向 1992,p.159.

이와 같이 의료비의 부담이 증가하게 되자, 노인보건법 시행(1983년), 퇴직자 의료보

험 신설(1984년), 노인보건법의 개정(1986년) 등 수 차례에 걸친 제도의 보완작업을 통

하여, 노인의료비를 각 의료보험제도에서 공평하게 부담하도록 가입자 안분률을 인상

하는 동시에 노인의 일부 부담금을 적정액으로 인상시켜, 의료보험조합간의 의료비부

담 불균형 해소 및 과중한 조합지출액을 감소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조합관장건강보험과 각종 공제조합은 피보험자의 표준보수 월액(월급에 가까운 것

으로 보험료산정에 기초가 됨)이 정부관장건강보험 피보험자 보다 높고, 일인당 의료

비가 낮기 때문에 정부관장건강보험에 비해 재정상태가 좋은 편이지만, 1997년도에는

조합관장건강보험 전체에서 약 20억엔의 적자가 나고 있다.

조합관장건강보험에 대해서는 1980년 12월 법률개정에 의해서 보험료의 상한이

90/ 1,000부터 95/ 1,000으로 개정됨과 동시에 조합관장건강보험간에 재정조정을 실시하

는 것으로 했다.

- 47 -



2 . 정부 일반예산간의 연관성

일본의 사회보장비용과 고령자 관계급부간의 연도별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GDP대비 사회보장관계 총비용의 비율은 1975년도 8.9%이며, 1990년 12.2%,

1997년 15.4%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22년간 약 3.5%포인트가 증가하였다.

이에 비해 GDP대비 일반회계의 비율은 1975년 13.5%에서 1997년 15.3%로 1.6%포

인트 증가하여, 사회보장관계비용의 증가폭이 일반회계의 증가폭에 비해 1.9%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사회보장급부비 대비 고령자관계급부비의 변화추이는 매우 급격히 증가하였다.

1975년 33.0%인 것에 비해 1990년 59.1%, 1995년 74.4%, 1997년 65.0%로 22년간

32.0%포인트가 증가하였다.

특히 1990년에서 1995년 사이에 급격히 증가하였는데 이는 노인복지계획의 수립과

신골드플랜의 수립 등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고령자관계급부비 중에서도 노인보건급부비와 노인복지급부비의 변화추이에는 차이

를 보이고 있다.

사회보장급부비 대비 노인보건급부비의 비율은 1975년 7.4%에서 1990년 12.1%,

1995년 15.4%, 1997년 13.9%로 약 6.5%포인트의 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이 또한 1990

년에서 1995년 사이에 큰 증가폭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비해 사회보장급부비 대비 노인복지급부비의 비율은 1975년 1.0%인 것에 비

해 1990년 1.2%, 1995년 2.0%, 1997년 1.8%로 나타나, 1990년까지는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1990년에서 1995년 사이 소폭의 증가를 보였으나 1997년 다시 감소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고령자관계급부비의 증가는 급격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노인복지보다는 노

인보건분야의 변화의 폭이 더욱 크게 나타났다.

일반회계세출 대비 고령자관계급부비의 비율은 1975년과 1997년을 비교할 때 약

38.9%포인트 증가하였으며, 사회보장급부비의 비율은 32.1%포인트 증가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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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고령자 관계급부비 중 노인보건과 노인복지급부비의 변화를 살펴보면, 일반회

계대비 노인보건급부비와 노인복지급부비의 변화추이는 노인보건급부비의 변화가

8.1%의 변화를 보인 반면, 노인복지급부비는 1.6%포인트의 변화를 나타냈다.

전반적으로 볼 때 일반회계 세출의 증가에 비하여 사회보장급부비, 그 중에서도 특

히 노인보건급부비의 증가가 눈에 띄게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만

큼 노인의 건강증진대책이 소득보장대책에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표10〉일본 사회복지서비스 및 노인복지서비스 예산의 구성비율

(단위: %)

1975 1980 1985 1990 1995 1997

일반회계/ GDP 13.7 17.7 16.3 15.7 15.4 15.3

사회보장관계총비용/ GDP 8.9 11.6 12.5 12.2 15.2 15.4

고령자관계급부비/ 사회보장급부비 33.0 43.4 52.7 59.1 74.4 65.0

노인보건급부비/ 사회보장급부비 7.4 8.6 11.2 12.1 15.4 13.9

노인복지급부비/ 사회보장급부비 1.0 1.0 1.0 1.2 2.0 1.8

고령자관계급부비/ 일반회계세출 18.6 24.7 35.5 40.3 53.6 57.5

사회보장급부비/ 일반회계세출 56.4 57.1 67.3 68.2 72.1 88.5

노인보건급부비/ 일반회계세출 4.2 4.9 7.6 8.3 11.1 12.3

노인복지급부비/ 일반회계세출 0.6 0.6 0.7 0.8 1.4 1.6

자료: 일본총리부 사회보장제도심의회사무국(편), 1999년판 사회보장통계연보,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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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 공적개호보험제도의 도입과 골드 플랜21

1. 공적개호보험제도의 도입

가. 개호보험제도 도입의 배경

개호보험을 도입하게 된 배경은 무엇보다도 고령자의 급격한 증가, 그리고 이

에 따른 개호에 필요한 비용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호보험 도입이 일본에서 논의되기 시작한 1993년의 자료에 의하면 국민의료

비는 당시 24.4조엔이며, 그 중 개호비용이 3.5조엔을 차지하였다.

그러나 2000년에 이르면 개호비용이 7.7조엔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측된다.

개호비용이 이와 같이 빨리 늘어나고 있지만 현재의 제도는 국민의 요구를 만

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복지서비스의 종류나 제공기관을 제공자(주로 시정촌)가 결정하므로 이용자의

편의나 선택의 자유가 무시되는 폐단이 있으며, 제공되는 서비스가 획일적이고,

노인복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소득조사가 필요하여 이용자들에게 심리적

부담을 주고 있다.

또한 개호비용의 사회적 조달원칙이 확립되어 있지 않아 가족이 개호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본인일부부담이 과중하여 중·고소득층에게도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이었다.

또한 복지서비스의 사회적 기반이 취약하고, 이용자의 부담이 과중하다 보니

개호를 목적으로 일반병원에 장기입원(소위 사회적 입원)하는 사람들이 증가하여

의료체계의 효율성 마저 저하되었다.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병원의 인력이나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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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이 개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요양에 부적합하다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이와 같은 이유로 기존의 제도로는 고령자 개호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에

는 한계가 있다.

거동불능자나 치매노인은 고령화의 진전에 수반하여 나날이 증가하고 있으며,

개호를 필요로 하는 기간도 장기화되는 반면, 개호를 담당하는 가족들의 고령화도

진행되어 가족에 의한 개호에 의존하기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일본 국민에게서는 노후생활의 최대의 불안요인이 개호문제라는 것이

많은 조사를 통해 입증되고 있다.

급증하는 개호비용을 국민전체가 공평하게 부담함으로써 적절하게 대처하고,

복지를 중시하는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기 위한 방안이 개호보험의 도입이라 할

수 있다.

물론 개호보험의 도입이 일본이 처음은 아니다.

다른 나라의 예를 살펴본다면 북유럽의 여러 나라에 있어서는 고령자의 개호

제도는 조세에 의해 확립되어 있으며, 독일이나 네덜란드 등에서는 보험제도에 의

해 재원을 조달하고 있다.

〈그림 3〉의료보험과 개호보험의 관계17)

개호 서 비 스 의 료 서비 스

방문개호 투 약

(Home helper service) 방문간호
검 사

요양상의 관리

通所介護 처치등

(Day service) 通所재활

개 호 보 험 의 료 보 험

17) 朝川 知昭, 介護保險法 , 大藏省印刷局, 1999, p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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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개호보험제도 창설의 경위

1989년 12월에 수립된 골드플랜(고령자 보건복지추진 10개년 전략)이나 1990년

복지8법의 개정과 함께 이루어진 노인보건복지계획의 수립 등은 심각해져 가는

고령자 개호문제에 대해 긴급히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었다.

그리고 1993년 설치된 노인관계3심의회의 고령자시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간

담회보고 에서도 당분간은 고령자의 다양한 개호욕구에 대응한 서비스를 실시하

는 것이 필요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개호문제가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기 때문에

개호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정책이나 제도를 재구축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 취지를 살려 후생성은 1994년 개호대책본부를 설치하여 개호대책을 위한

본격적인 정책입안작업을 시작하였다.

그리고 1994년 3월 후생대신의 자문기관인 고령사회비젼 간담회는 21세기 복

지비젼 을 발표하였다. 이 비젼은 21세기를 대비한 사회보장제도를 구축함에 있어

서 개호문제가 매우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움직임 속에서 공적개호보험의 창설을 정식으로 제기한 것은,

사회보장제도심의회 산하 사회보장장래상위원회(社會保障將來象委員會) (1991년

설치)의 제2차 보고(1994년 9월)였다.

보고내용 가운데서 개호보장의 확립 을 상정하여, 개호서비스의 정비와 동시

에 공적개호보험의 창설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후생성 개호대책본부 산하 고령자 자립지원시스템 연구회 의 보고서

가 공적개호보험의 창설을 위한 토대가 되었다.

후생성의 개호대책본부는 이 보고서를 기초로 하여 공적개호보험창설을 위한

논리적 점검을 시작하였으며, 노인보건복지심의회(1994년 10월 발족)는 이를 근간

으로 하여 새로운 고령자개호체계의 확립을 위하여 라는 중간보고를 발표하였다.

이후 지방에서의 공청회, 독일 관계전문가를 초빙한 심포지움의 개최 등을 통

한 관계단체들과의 협의를 거쳐 1996년 4월에 최종보고를 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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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사회보장제도심의회는 1995년 7월 4일 사회보장체제의 재구축 안심하

고 살 수 있는 21세기의 사회를 향하여 를 발표하여, 공적개호보험의 창설을 정

식으로 권고하였다.

후생성은 1996년초 노인보건복지심의회가 제출한 전체안을 접수하여 1996년

11월 임시국회에 제출하여 1년여의 심의 끝에 1997년 12월 국회를 통과하여 12월

17일 공포되었다.

다. 공적개호보험제도의 개요

1) 기본적으로는 시 정 촌 중심주의로 하고, 이를 중앙정부와 도 도 부 현 그리

고 의료 및 연금보험자가 중첩적으로 지원한다.

〈표 11〉개호보험의 개요

제1호 피보험자 제2호 피보험자

대상자 65세 이상 40세 이상 64세 이하의 의료보험가입자

수급권자
요개호자(와상, 치매)

요지원자(허약)

초로기치매, 뇌혈관 장해 등의 질병

에 의한 것

보험료부담 시정촌이 징수
의료보험자가 의료보험료로서 징수하

고, 납부금으로서 일괄해서 납부

부과 징수

방법

소득단계별 정액보험료

(저소득자의 부담 경감)

연금액 일정액 이상은 연금

공제, 그 이후는 보통징수

건강보험조합:표준보수×개호보험

요율(사업주 부담 있음)

국민건강보험등:소득비율, 균등비율

등에 따라 안분(국고부담 있음)

자료: 厚生統計協會, 國民衛生의 動向 , 第46卷9 , 1999.

2) 이용절차를 보면, 시정촌이 개호인정심사회의 심사판정 결과에 근거하여 요개

호 요지원을 인정하되, 개호인정심사회는 피보험자의 심신의 상황조사, 주치의의

의견에 근거하여 심사하고, 심사판정은 도도부현에 위탁 가능하며, 본인의 욕구에

적절한 서비스를 효율적 계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거택개호서비스사업자가 Care

plan을 작성한다.

- 53 -



3) 보험급부의 내용

가) 재택에 있어서의 급부

재택서비스의 내용을 보면, ①방문개호(H ome Helper), ②방문입욕, ③방문간호,

④방문 통소(외래방문)에 의한 재활, ⑤거택요양관리지도(의사, 치과의사 등에 의한

방문진료등), ⑥Day Service, ⑦단기입소서비스, ⑧치매 요개호자를 위한 그룹홈에 있

어서의 개호, ⑨유료노인홈 등에 있어서의 개호, ⑩복지용구의 대여 또는 그 구입비의

지급, ⑪주택수리비의 지급, ⑫거택개호지원 등이 있다.

나) 시설에 있어서의 급부

시설서비스의 내용을 보면, ① 특별양호노인시설 ② 노인보건시설 ③ 요양형병상

군(療養型病床群) ④ 노인치매질환요양병동 ⑤ 기타 개호 설비가 갖추어진 의료시설에의

입소를 들 수 있다.

다) 시정촌의 독자적인 급부

이상의 급부 이외에 시정촌은 지역의 독자적 필요에 부응하여 65세 이상의 사

람(제 1호 피보험자)의 보험료를 재원으로 하여 개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한

침구세탁, 건조서비스 등의 급부 그리고 개호연수, 개호를 하고 있는 가족의 긴장

완화를 위한 교류회, 혼자 지내는 피보험자를 위한 급식서비스 등의 급부를 행할

수 있다.

급부와 관련하여 가장 큰 쟁점은 요개호대상자를 가족이 개호할 경우 현금급

여를 행할 것인가, 아닌가 하는 점이다. 현금급여를 행할 경우 개호보험을 통한

서비스 급여가 줄어 들 것이라는 이유로 현금급여를 행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상

충되었으나, 후생성은 급여대상에서 가족에 대한 현금급여를 제외하였다.

참고로 독일은 현금급여를 실시하고 있으며, 제도의 초창기이기는 하나 효과가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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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용자부담

원칙적으로 보험급부의 대상비용의 1할을 부담한다. 시설에 있어서는 식비 중

평균적인 가계에 있어서 부담하는 부분은 이용자가 부담한다.

5) 공비부담

고령자의 개호에 대한 공적 책임을 바탕으로 공비의 부담은 총 급부비의 1/ 2. (국가:

도도부현:시정촌의 분담비율은 2:1:1)으로 한다.

6) 시정촌에의 지원

시정촌에 있어서 보험재정의 안정화와 보험자사무의 원활한 실시를 담보하기위하

여 국비에 의한 재정조정이나 요개호인정 관계사무비의 1/ 2 상당을 교부한다. 또한 도

도부현은 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 운영하며, 시정촌의 기대에 부응하여 보험재정의 광

역화를 위한 조정을 행함과 동시에 이에 수반한 보험료기준의 제시 등 시정촌에 대한

지원을 행한다.

7) 보험료

제1호 피보험자에 대해서는 연금으로부터 징수를 하는 한편, 이것이 곤란한 피보험

자에게는 시 정 촌이 개별적으로 징수한다.

제2호 피보험자에 대해서는 의료보험의 각 법에 정해진 바에 따라 의료보험자

가 징수하여 일괄적으로 납부하고, 이를 각 시 정 촌에 대하여 각각의 급여비에서

점하는 비율이 전국적으로 일률화되도록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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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골드 플랜 2 1(Go ld P la n 2 1) 18)

고령자 보건복지서비스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신골드플랜(고령자보건복지추진

10개년 전략)에 기반을 두고 착실하게 그 추진을 진행했지만, 신골드플랜은 1999

년에 그 기간이 종료되었다.

2000년에 일본은 고령화율이 세계 최고의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동시

에 동년 4월부터는 공적 개호보험제도가 시행되고, 또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

있어서 노인보건복지계획과 개호보험사업계획이 동시에 작성되는 등 고령자 보건

복지시책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이러한 상황에 보다 충실하고 정확하게 대응하고, 고령자 보건복지시책에 한층

충실하기 위해 개호서비스 기반의 정비를 포함한 종합적인 계획(골드플랜 21)을

새롭게 책정하였다.

가. 계획의 기본 방침

1) 목표

계획은 밝고 활력있는 고령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네 가지의 축을

기본으로 한 목표를 세우고, 그 실현을 향해서 시책을 전개하였다.

가) 활기찬 고령자상의 구축

고령자의 세기 인 21세기를 밝고 활기찬 사회로 만들기 위해, 기존의 노인은

약자라는 인식을 타파하고, 가능한 많은 고령자가 건강하고 보람차게 사회참가를

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활기찬 고령자상 을 구축한다.

18) 본 자료는 후생성 홈페이지에 게제된 내용을 정리한 것임.
자료: http :/ / www .mhw .go.jp / hou dou / 1112/ h1221-2_1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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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고령자의 존엄성 확보와 자립지원

건강만들기와 개호 예방에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고령화의 진행에 따라 요개호

고령자는 매년 10만명 정도씩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개호문제는 노후생활의 최

대 불안요소가 되고 있다.

고령자 및 가족이 안심하고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불안을 해소하고, 가족이 장기간에 걸쳐 개호로 인한 부담과 피로가 누적되는 것

을 해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 재택복지를 기본이념으로하여 필요한 개호서비스 기반의 정비를 추

진하는 동시에, 개호서비스의 질 확보에 철저해야 한다.

이로부터 요개호 고령자가 존엄성을 유지하고 자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

도록 하고, 또한 개호하는 가족에의 지원이 이루어 지도록 개호서비스 기반의 질

적 양적인 정비를 추진한다.

다) 지역사회 지원체계의 형성

모든 고령자 및 가족이 오래도록 살아온 지역에서 삶의 보람을 갖고 살 수 있

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역에 있어서 개호뿐만아니라 생활전반에 이르는 지원체계

가 정비되도록 하고, 주민상호간에 서로 지원하는 것이 가능한 지역사회만들기와

고령자의 거주환경 등의 정비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라) 이용자로부터 신뢰받는 개호서비스의 확립

개호보험법의 실시에 따라서 고령자의 개호서비스 이용은 종래의 조치를 중심

으로한 구조로부터 계약에 의한 구조로 크게 변화했다.

이 새로운 구조가 이용자본위의 구조로서 정착하기 위해서는 고령자가 개호서

비스를 적절하게 선택하고, 이용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이용자보호의 환경정비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개호서비스사업의 건

전한 발전을 도모, 개호서비스의 신뢰성을 확립한다.

2) 본 계획의 기간은 2000년부터 2004년까지 5개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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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구체적 시책

개호서비스 기반의 정비와 생활지원대책 확충을 목표로 아래의 사업을 적절히

실시하는데 노력하고, 또한 지방공공단체의 자주적인 사업을 지원한다.

1) 개호서비스 기반의 정비

지방공공단체에 의한 개호보험사업 계획 등의 상황을 근거로, 요개호고령자의

수요에 대응한 양질의 개호서비스 기반의 계획적인 정비를 추진한다.

특히 많은 고령자의 희망에 따라 가능한 한 가정에서 자립적인 일상생활을 영

위할 수 있도록 재택서비스를 중시함과 동시에 필요한 시설정비에 노력한다.

이를 위해서 H ome helper 등의 인재확보와 연수강화, 개호관련시설의 정비,

시설 처우의 질적 개선에 힘쓴다.

2) 치매성 고령자 지원대책의 추진

향후 일본에서 급속하게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치매성 고령자에 대한 문제가

중요 과제이다.

치매에 관한 의학적인 연구를 추진하는 한편, 치매성 고령자가 존엄을 유지하

면서 편안한 생활을 영위할수 있고, 가족도 안심하고 사회생활을 하는 것이 가능

한 상태를 실현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다.

이를 위해 가정적인 환경에서 적은 수가 공동생활을 하는 치매대응형 공동생

활개호(Group home)의 정비를 시작으로 치매성 고령자에 대한 개호서비스의 충

실을 도모하는 동시에 치매개호의 질적인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치매의 조기대응을 위한 상담체계와 권리옹호의 구조를 충실히 한다.

3) 건강한 고령자 만들기 대책의 추진

고령자가 건강하게, 삶의 보람을 가지고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강만들기

와 개호예방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지역에 있어 삶의 보람만들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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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참가를 지원한다.

이에따라 심신이 모두 건강한 고령자가 개호분야를 위시하여 지역활동에 적극

적으로 참가하고, 지역사회를 지원하는 역할을 가능하도록 환경을 만들어 나간다.

이를 위해 종합적인 질병관리와 지역 재활체제의 정비, 삶의 보람, 개호예방,

사회참가등의 시책을 추진한다.

4) 지역생활 지원체제의 정비

고령자에 대해서는 개호뿐 아니라 생활전반에 이르는 지원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생활권역에서의 주민상호 지원체계(공조)를 기본으로 하여 지역생활지원체제

의 구축을 지원한다.

그리고 따뜻한 지역사회 만들기의 지원과 생활지원서비스의 충실, 그리고 거주

환경 등의 정비를 실시한다.

5) 이용자 보호와 신뢰할 수 있는 개호서비스의 육성

이용자가 개호서비스를 적절하게 선택하고, 이용할수 있는 환경만들기를 추진

하기 위해 개호서비스에 관한 정보의 정비와 질의 평가, 적절한 계약지도 등 이용

자 보호시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정보화와 이용자 보호의 추진, 다양한 사업자의 참가 촉진, 그리고

복지용구의 개발 및 보급에 힘쓴다.

6) 고령자의 보건복지를 지원하는 사회적 기반의 확립

장수과학의 발전도모, 보건복지교육의 실시, 국제교류등을 추진한다.

다. 2004년에 있어서의 개호서비스 제공량

각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개호보험사업계획에 따른 개호서비스 예상치의 집

계 등을 기초로 한 2004년도에 있어서의 개호서비스 제공계획은〈표 1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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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2004년도 정비목표

구 분 신골드플랜(1999년도) 골드플랜 21(2004년도)

○ 방문 서비스

방문개호

H ome helper service

-

17만명

225백만 시간

(35만명)※

방문간호

방문간호스테이션

-
5,000개소

44백만 시간

(9,900개소)※

○ 통소 서비스

통소개호(Day service)

통소재활(Daycare)

-

1.7만개소

105백만회

(2.6만개소)※

○ 단기입소 서비스

단기입소 생활개호/

단기입소 요양개호

-

6만명분

(단기입소전용병상)

4,785천 週

9.6만명분

(단기입소생활개호 전용병

상)

○ 시설 서비스

개호노인복지시설

(특별양호노인홈)
29만명분 36만명분

개호노인보건시설 28만명분 29.7만명분

○ 생활지원 서비스

치매대응형 공동생활 개호

(치매성 노인 그룹홈)
- 3,200개소

개호이용형 경비노인홈

( Care house)
10만명분 10.5만명분

고령자 생활복지센터 400개소 1,800개소

주1: 골드플랜 21(2004년)에서 ( )※ 안의 수치에 대해서는 일정의 전제조건하에서

계산한 참고치임.

주2: 개호요양형 의료시설에 대해서는 요양형 병상군 등 가운데서 신청을 받아 도

도부현 지사가 지정하는 것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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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 우리나라 노인보건의료정책의 발전방향

1. 우리나라의 노인보건의료정책 수립과정

가. 한국의 노인보건의료 정책은 노인에 대한 정책이 별도로 구분되어 있지 않으

며, 1960년대초 생활보호법과 의료보험법의 제정으로 의료보장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

되었다.

이는 1976년 의료보험법의 전면개정과 1977년의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

보험법 제정, 1981년 노인복지법 제정과 시행으로 본격적으로 사회보험형태로 정착하

게 되었다.

그러나 노인보건의료에 대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별도의 정책이 수립되어 있지

않으며 의료보장제도의 범위내에서 노인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노인인구는 만성퇴행성 질환이 많고, 입원기간이 길어, 1인당 보험

급여비 지출이 높을 수밖에 없다.

1992년 당시 의료보험 보험자 종별 적용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차지

하는 비율을 보면, 직장의료보험 5.0%,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 8.0%,

농어촌지역 의료보험 8.1%, 도시지역 의료보험 3.6%로, 농어촌지역 의료보험의 노

인인구 비율이 타 의료보험에 비하여 훨씬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농어촌지역 의료보험의 재정에 구조적 취약점으로 작용하여 왔으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의 하나로 1995년부터 노인의료비 공동부담사업이 도입되었다.

저소득층 노인인구를 위한 보건 의료대책으로는 의료보호 및 의료부조가 있으

며, 노인들의 질병을 조기에 진단하고 예방하자는 측면에서 저소득층 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여 무료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다.

무료건강진단제도는 1983년 저소득층 노인들을 대상으로 처음 실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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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건강진단제도는 1차 진단과 2차 진단으로 구분되는데 기본진찰, 체능검사,

혈액검사, 뇨검사, X선 촬영 등의 1차 검진에서 유병상태가 확인되면, 2차 정밀진

단을 받게 된다.

무료건강진단제도는 제한된 수혜대상 및 진단 과목, 부정기적 실시일정 등의

문제점과, 또한 1차 진단에서 유병상태가 확인되었을 경우 별도의 치료대책이 수

반되지 못하고 있음으로 해서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이상에서와 같이 지금까지 특별한 노인보건의료정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만성질환율이 높은 노인의 특성을 반영한 노인보건의료정책의 수립이 촉구되는 실정이다.

2 . 일본 사례분석을 통한 한국에서의 시사점

위에서 일본에서의 공적개호보험제도의 성립까지에 이르는 정책변화과정을

개괄하였다. 이러한 제도가 우리나라에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며, 그 시사점은 무

엇인가를 밝히는 작업은 매우 어려운 일이나, 여기서는 다음의 몇 가지를 검토하

고자 한다.

첫째, 왜 지금 우리나라의 사회보장관련 연구자들에게 일본의 공적개호보험제

도가 중요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가 하는 문제이다.

혹자는 우리도 독일이나 일본과 같이 공적개호보험제도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물론 선진국의 좋은 제도를 가능한 한 빨리 검토하여 우리 실정에 맞게 적용

시키려는 노력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만큼 그 이전에 고려하여야 할 사항도 간과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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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그 검토대상이 일본일 경우, 현재 일본의 사회보장정책의 수준은 어느 정

도이며, 어느 개별정책이 새롭게 실시될 경우 그 정책의 형성과정은 어떠하였으

며, 정책결정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배경은 무엇인가 등에 관해 면밀하게 고찰

하여야 한다.

그런 다음 우리나라의 상황이나 여건 등을 고려하고, 또한 그 제도 속에 우리

의 독자성을 반영하여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그

정책은 충분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오히려 국민에게 상대적 박

탈감을 가중시킬 우려도 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의 공적개호보험과 같은 제도

도입의 공론화에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둘째, 일본의 공적개호보험제도에 이르기까지의 노인보건복지정책의 전개과정

[장수사회대책대강(1986)→골드플랜(1989)→신골드플랜(1994)→공적개호보험(2000)]

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것인가의 문제이다.

물론 일본은 사회복지서비스부문 특히 노령자대책에 관해서는 그 정책적 대응

이 매우 늦었으며, 1980년대 중반 이후부터 집중적으로 정책을 전개하기 시작하였

다. 그리고 비록 시기적으로 늦긴 하였지만, 나름대로의 기본이념(21세기 복지비

젼)과 장기적 전망(공적개호보험)을 설정하고, 그 속에서 당면과제로서의 전략목표

(골드플랜 및 신골드플랜)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왔다.

우리의 경우는 그 당시 일본에 비해 아직 고령화율이나, 사회보험에 대한 국

가재정의 부담률도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편이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착실히 노

인보건복지정책에 있어서의 한국형 모델을 위한 기본이념과 중 장기적 전망을 구

상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 속에서 단기적인 현안 문제를 위한 전략목표를 세우지 않으면 안된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도 시급한 것은 각 지역의 보건복지 관련 제반현황과 욕구

실태등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여

기에는 지역보건복지전문기관(예를들어 지금 시범사업중인 보건복지사무소)을 설

립하고, 재택 시설복지서비스를 실현할 수 있는 전문인력의 확보대책이 포함될 수

있다.

- 63 -



3 . 일본 사례분석을 통한 우리나라 노인보건의료정책의 발전방향

패전이후 지금까지의 일본 사회보장정책은 1960년대의 제도형성기, 1970년대의 제

도전개기를 거쳐, 1980년대는 위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격차축소정책에 의한 제도조정

기에 해당된다.

즉, 1970년대까지의 국가의존형 사회보장체계에서 1980년대에 들어와 복지국가의

위기에 대한 조짐들이 나타나면서, 국고부담의 억제에 의한 수익자, 특히 노인의 부담

이 증가하는 특징을 나타내었다.

일본은 1980년 이후 급격히 증가하는 고령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매년 후생성

이 중심이 되어 고령자 대책을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 중의 하나로 설정하였으나, 구체

적인 움직임들이 표면화되기 시작한 것은 노인보건법이 개정되고 장수사회대책대강

이 결정된 1986년부터라 하겠다.

즉, 사회적 입원으로 인한 의료비의 증가문제, 재택복지의 충실을 위한 복지시설의

미비 및 개호전문인력의 부족 등 고령자 대책의 문제가 1980년대에 들어와서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이 수립되는 데까지는 많

은 시간이 소요되었다.

그 결과 재정악화상태가 더욱 누적된 1990년대에 들어와서 증세의 실시19) 등을 통

해 막대한 예산을 노인보건복지부문에 투입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이 되었으며, 공적

개호보험의 기반정비를 위한 골드플랜의 수립은 예정된 수순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도 2000년을 맞이하면서 고령화사회로 접어들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일본의 사

례를 접하면서 우리가 어떠한 방법으로 고령화에 대비할 것인가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예방적 차원의 노인보건의료정책을 어떠한 방향으로 추진할 것인가가 중대

한 과제가 된 것이며, 이제까지 살펴 본 일본의 보건의료정책 특히 80년대와 90년대의

정책검토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19) 1989년부터 도입된 소비세 3%의 실시 및 1997년 4월부터의 5%인상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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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회적 연대를 통한 자립지원의 확대 강화

먼저 건강한 노인을 위한 질병예방교육과 평생교육의 실시 등을 통한 다양한

사회참여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고, 그 기회를 적극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특히 그 지역 대학의 사회교육원이나 시 군 구단위의 문화회관, 지역의 민간복

지시설 등의 공간을 활용하여 다양한 평생교육의 강좌를 개설하고, 이를 통해 유

급봉사원이나 단기근로직종(Part-time Job)에 종사함으로써 즐겁게 그 지역사회에

참여하고, 나아가 소득이나 고용효과도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하여야 한다.

그리고 경증노인을 위한 재가보건복지서비스를 강화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전국에 약 530여 개로 산재되어 있는 각종 사회복지관에 부설기

관으로 주간보호센터, 단기보호센터, 가정봉사원파견센터를 설치하고, 지역의 공공

부문과 민간부문이 상호연계하여 서비스의 양과 질을 제고시켜야 한다.

현재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 대한 재가서비스는 도시지역에 치중되어 있으며,

서비스의 제공 역시 보건과 복지가 서로 연계되지 않는 등 이용자의 관점에서 볼

때 서비스의 만족도가 매우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농 어촌의 경우 군단위의 공공건물이나 읍 면사무소 및 보건지소 등의

공간을 활용하고, 무료자원봉사자뿐만 아니라 유급봉사자를 양성 확보하여 재가서

비스를 노인보건복지서비스의 중심기능으로 강화시켜야 한다.

마지막으로 만성퇴행성질환의 중증노인을 위한 장기입소시설의 운용을 보다

효율적이고 전문화시켜야 한다.

특히 치매노인이나 와상노인들의 간병을 위한 전문병원이나 전문요양시설 및

간병인력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다양하게 산재되어 있는 병원 등의 의료시설에 순간성 치

매노인 등을 위한 단기보호시설을 부설기관으로 설치하고, 현재 경영난으로 어려

움을 겪고 있는 지역의 병원들 중에서 일부를 정부 지원하에 노인전문병원으로

그 기능을 전환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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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1990년부터 10개년계획으로 실시한 고령자를 위한 골드플랜』과 2000

년부터 2004년까지의 『골드플랜21 에서도 재가서비스 중심의 정책전환을 시도하

고 있지만, 이를 위한 시설의 확충 및 정비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

히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즉, 양로시설에 보건의료의 기능을 보강하고, 장기요양시설 역시 실비시설을

강화하여 생활보호대상 및 저소득노인들을 위한 시설복지를 재정비하며, 점차적으

로 노인전문시설(의료복지시설)을 확충하여, 재가보건의료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여야 한다.

1999년부터 시작한 사회복지시설의 평가와 장기요양보호정책에 관한 논의도

이러한 측면에서 가장 필요한 노력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나. 보건 의료 복지가 상호연계된 예방적이고 종합적인 서비스 체계망의 수립

먼저 이용자의 환경을 고려한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체계망(Care Management

Service System)을 구축하여야 한다.

즉, 지금까지의 공급자 위주로 노인들을 대상화시켰던 사례관리(Case Management)

중심에서 벗어나, 노인들이 언제 어디서나 편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특히 서비스를 선택하고 결정하는데 있어서 이용자도 선택 과정에 참여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나아가 지역사회 안에서 보건의료와 복지가 상호연계되어 효율적으로 서비스

를 전달할 수 있는 지역보건복지서비스 전달체계 를 시급히 구축하여야 한다.

즉, 현행 전국 5곳에서 시범운영 중인 보건복지사무소의 3년간 성과를 바탕으

로 보건의료(보건소가 중심)부문과 복지(시 군 구단위의 통합복지과와 민간 복지

기관이 중심)부문이 상호연계 되도록 하고, 현재 개편에 대한 논의가 진행중인 읍

면 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 활용도 등을 고려하여 노인들에게 직접적이고 실

질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전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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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저소득, 와상노인을 중심으로 한 보건복지서비스의 강화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따른 국가재정의 악화와 사회보험 중심의 사회보장체

계의 한계 등을 고려할 때, 노인보건복지정책의 방향은 결국 재가서비스 중심으로

재편될 수밖에 없으나, 그러기 위해서는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장기입소노인을 위

한 시설이 정비되어야 한다.

특히 중증질환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복지시설(요양시설 및 노인전문병원)

이 강화되어야 하고, 이들 노인들을 공간적으로 완전히 격리시키는 것이 아닌, 지

역 가까운 곳에서 간병이 가능하도록 소규모의 의료기능을 가진 중간시설[그룹 홈

(Group H ome)과 미국의 Nursing H ome의 중간형태]을 민간부문에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그리고 현재 우리의 복지서비스 대상은 저소득층을 위한 선택적 서비스와 중

산층 노인들을 위한 보편적 서비스를 병행하고 있으나, 향후 5년정도의 중기적 관

점에서 본다면 저소득노인에 대한 서비스를 보다 강화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

된다.

IMF체제 이후의 실업가정의 요보호노인 등의 문제를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라. 전문인력의 양성 및 훈련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의 마련

이상과 같은 기본적인 정책방향 속에서 노인에 대한 소득보장정책, 보건의료정

책, 복지서비스 프로그램의 개발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전문인력이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

즉, 와상노인, 치매노인의 전문적인 간병을 위한 간병전문인력(일본의 경우 국

가공인 자격의 개호복지사)과, 지역복지계획 등의 거시적인 복지행정을 전담할 수

있는 복지행정전문인력 등을 양성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시급히 마련하여

야 한다.

또 이를 위해 이들 전문인력의 처우 등을 개선하고 적극적으로 유인할 수 있

는 일본의 복지인재확보법 과 유사한 가정보건복지전문인력양성법을 제정하여

우수한 노인보건복지서비스전문인력의 양성을 촉진시키는 것도 검토해 볼 가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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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Establishment and D evelopment Processes

of the Health Care Policies for the Aged in Japan

Jeon, Do Seok

Graduate School of

Health Science and Management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Myungsei Sohn, M.D., Ph.D.)

As the aging population in Korea has been rapidly growing in the 21st century, it

is definitely required to augment the health care policies for the aged for the future.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analyze the establishment and development

processes of the health care policies for the aged in Japan, which has been

systematically similar to Korea in various fields and became the aging society earlier

than Korea. And it is also to propose the future directions for the health care policies

for the aged in Korea based on the experience from Japan.

Social Security Policy in Japan has been transformed from the policy formulation

period in the 60's, to the policy implementation period in the 70's, to the policy

adjustment period in the 80's. The health care policies in Japan have been practically

implementing after the revision of the Health and Medical Service Law for the Elderly

and the formulation of the "General Principle for the Aging Society" in 1986. In

1990, the "Ten-Year Strategy to Promote Health Care and Welfare for the Elderly (the

Golden Plan)" was implemented and the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for the

Elderly" is starting in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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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a result of the thorough review of the evolution of the health care policies for

the aged in Japan, we find suggestions as follows:

Firstly, there has been increasing concerns on the rising health care expenditure for

the elderly. In order to resolve the individual burden on the long-term care for the

elderly, there has been some argument to introduce the additional public insurance

program for the cost sharing of such care. However, it is exceedingly circumspect for

the introduction of the new system taking the financial status of the existing universal

health insurance system, the present level of the social security provision and the rate

of the population aging into consideration.

Secondly, Japan has introduced the health care policies for the aged relatively later

term than the rapidity of the population aging. On the other hand, it has formulated

the strategy for the policy implementation in a precise manner and approached the

policy goal step by step. Thus, Korea has to establish the fundamental principle for

the health and welfare model for the elderly and the mid- and long-term strategies and

policies based upon the mid- and long-term prospect.

In conclusion, with Japans experience, we would like to propose the future

directions for the health care polices for the aged in Korea as follows:

Firstly, the supportive policies for the elderly should be promoted and strengthened

to self-support through social cohesion.

Secondly, the preventive and comprehensive service system for the elderly should

be established interrelated with health care and welfare system.

Finally, the legal and systematic arrangement for the professional education and

training should also be made for the aging society.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Key Words: the health care for the aged, the aging population, the elder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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