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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사회에 대응한 보건의료체계 개편의 시급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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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Urgency of Reforming the Healthcare System for the Aged Society
Eun-Cheol Park
Editor-in-Chief, Health Policy and Management, Seoul, Korea

Korea, which entered the aged society in 2018, is accelerating the progress of the aged society due to the rapid decrease in birth. Although the low birth rate is the important issue, comprehensive measures to cope with the aged society should be established. In
particular, the reform of the healthcare system in response to the aged society is very urgent. The reorganization of the healthcare
system in response to the aged society should focus on improving the functional abilities of the elderly and should be transformed
into integrated older person-centered health service. The benefit package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should be diversified and
appropriate payment of each benefit package should be applied. The ageism should be overcame, and it is important to recognize
that the measures for the older person are investments in future society. The reform of healthcare system for older person are very
urgent in Korea, which is advancing into a rapidly aged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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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한국은 고령사회(aged society)가 되었다. 2000년 65세 이

극복하기 위해 적지 않은 재정을 투입하여 왔으나 저출산 및 고령

상 인구가 7% 넘어 고령화사회(aging society)가 된 이후 18년 만에

과 관련된 지표들은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

14%가 넘어 고령사회가 되었다. 그리고 7년 후인 2025년 초고령사

령사회위원회에서는 2018년 10월 제3차(2016–2020) 저출산·고령

회(super-aged society)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나 더 짧아질 것

사회 기본계획의 전면 재구조화를 언급하고 있으나 현재의 제3차

이다[1]. 2018년 2월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7년 인구동향조사 출

계획은 첫째, 일, 생활 균형: 일하며 아이 키우기 행복한 대한민국,

생·사망통계 잠정 결과에 의하면 합계출산율은 1970년부터 출생

둘째, 안정되고 평등한 여성일자리: 여성의 꿈 실현, 셋째, 3대(고용,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인 1.05명이었는데[2], 이는 인구유지의 합계

주거, 교육) 구조개혁: 희망회복 프로젝트, 넷째, 모든 아동과 가족

출산율인 2.10명의 절반 수준이고, 2005년 1.08명 이후 12년만에

지원: 아동의 밝은 미래 보장으로 고령사회에 대한 대책은 없다[4].

1.10명 이하로 감소한 것이다. 출생아 수도 출생통계 작성 이래 최저

저출산의 문제는 국가적 역량을 기울여야 하는 중요한 과제이며,

치인 36만 명으로 40만 명 이하였고, 일일 출생아 수도 980명으로

저출산을 조속히 극복할 수 있다면 고령사회 문제는 완화될 것이

최초로 천 명 이하였다. 이런 현상은 2018년 1/4분기에도 이어지고

다. 그러나 저출산 문제의 해결은 우리나라의 과거 경험과 외국의

있다. 2018년 1–3월 출생아 수는 89천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9.2%

사례를 감안할 때 조속히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감소하였다[3]. 반면, 사망자 수는 증가하고 있어 과거 통계청에서

저출산 대책뿐만 아니라 고령사회에 대한 심도 있는 대책을 펼쳐야

제시한 인구 감소의 시작연도가 2031년에서[1] 2023년으로 8년이

한다. 특히 저출산이 심화되어 고령사회의 진전이 더 앞당겨진 현

나 앞당겨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3].

시점에서 고령사회에 대한 대책의 시급성은 더욱 절실해진다.

정부에서는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고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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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보건복지서비스(커뮤니티 케어)를 제시하

념을 타파하고, 노인들에 대한 기능향상을 위한 조치들은 미래 사

였다[5]. 탈 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 지원 등 사람 중심(person-cen-

회에 대한 투자임을 인식해야 한다. 이런 조치들이 수행될 때 과거

tered)의 지역사회 통합적 보건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종합계획

의 노인들이 상상하지 못했던 자유로운 삶을 누리는 미래가 될 것

을 2018년 8월 마련한다고 발표하고 있으나, 지난 1월에 발표한 내

이다[9].

용 중 고령사회와 관련 대책으로는 지역사회 중심의 노인 의료·요
양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첫째, 지역사회 내에서 노인의 욕구,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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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상태, 돌봄 여건 등에 맞게 의료서비스-시설거주 돌봄-재가서비
스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둘째, 요양병원은 치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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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도에 따라 급여체계를 개편하고,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사례
관리를 강화하며, 셋째, 돌봄이 필요한 노인은 재가급여를 우선으
로 건강·가족지원이 강화된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을 유도하기 위
해 통합재가급여(방문요양+간호+목욕)를 제도화하고, 전문요양
실 시범도입, 심사를 통한 장기요양시설 지정갱신제 법제화 등으로
시설돌봄 수준을 향상한다는 것이다. 노인사회의 대책으로 지역사
회를 중심으로 한 정책방향은 동의한다. 그러나 노인들에 대한 보
건의료정책은 구체화되어 있지 않다. 노인들, 특히 75세 이상의 노
인들의 의료비가 급증하고 있으며[6], 만성질환시대이며[7], 문재인
케어[8]의 진행으로 환자들의 본인부담이 감소하게 됨을 감안하면,
고령사회를 대비한 보건의료체계의 개편은 필수적이다.
베이비부머가 65세에 첫 진입하는 2020년을 목전에 두고 있고,
2018년 통계청의 저출산 관련 자료는 고령사회 대응에 대한 보건의

료체계 개편의 시급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2,3]. 고령사회에 대응
한 보건의료정책의 방향은 노인들의 기능적 능력(functional ability) 향상에 초점을 두어야 하며[9], 이를 위해 보건의료는 노인 중심

의 통합 보건의료서비스(integrated older person-centered health
services)로 전환되어야 한다[10]. 이와 함께 보건의료 인력의 교육

및 훈련은 충실히 이루어져야 하고, 보건의료와 장기요양은 강력히
연계되어야 하며, 노인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노인들에 대한 모
니터링이 강화되어야 한다. 노인 중심의 통합진료는 국민건강보험
체계 내에 도입되어 이를 노인들이 선택하게 하여야 할 것이다[7].
즉 건강보험 급여형태는 다양화되어야 하며, 각 형태에 적합한 지
불방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
험을 긴밀히 연계할 수 있는 기전이 도입되어야 한다.
한국은 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보건의료체계 개편이 매우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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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하다. 이를 위해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며, 노인에 대한 고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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