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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인구가 고령화되면서 만성퇴행성 질환을 경험하는 노인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간병/수발을 제공하는 장기요양에 대한 욕구 또한 증가

하고 있다. 장기요양이 필요한 노인들은 커뮤니티 케어나 요양시설 케어 중에 선택하게 되는데 본 논문의 목적은 커뮤니티 케어를 이용

하기 원하는 노인들의 특성을 분석하는 것이다. ｢2017년도 노인실태조사｣ 전국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노인이 미혼자녀와 동

거할 때(β=.264), 집을 소유할 때(β=.252), 사회 ‧ 여가 ‧ 문화활동 만족도가 높을 때(β=.032), 수단적 일상생활수행기능이 어려울 때

(β=.055), 연령이 높을 때(β=.008), 커뮤니티 케어 이용의사에 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난 1년간 자녀와의 갈등

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β=-.247), 사회활동참여도가 높은 경우(β=-.184), 동부 즉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경우(β=-.101), 

커뮤니티 케어 이용의사에 부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커뮤니티 케어를 이용하겠다는 노인들의 특성을 분석한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장기요양 관련 커뮤니티 케어 추진 로드맵을 마련할 때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ttempt to analyze factors affecting elderly persons’ decision to use community care when they become 

physically impaired. This study used data from 2017 Elderly Profile Survey. The analysis sample was 10,299 cases. Older persons’ choice to 

use community care was operationalized as follows: in frailty, I going to use home-based long-term care services. Over one half of the 

respondents(56.4 percent) replied to choose community car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when older person coresided with 

unmarried adult child(β=.264), owned home(β=.252), IADL score(β=.055), social ‧ leisure ‧ culture activity satisfaction(β=.032), 

age(β=.008), having conflict with adult child(β=-.247), social activity participation(β=-.184), residential area(β=-.101) were 

indicators of predicting older persons’ choice of using community care. In designing community long-term care system, these 

characteristics of older persons should be reflected to improve effectiveness, solving unmet needs of elderly persons those who wanted 

to stay in the community until dea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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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배경

우리나라는 인구의 고령화로 인해 2017년 전체인구에서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14%를 넘어서 고령사회(aged 

society)로 진입하였다[1]. 노년기가 장기화되면서 평균수명이 늘어남과 동시에 의존수명 또한 전체 기대여명에서 차지하는 비율

이 상대적으로 늘어나면서 평균수명 기간에서 건강하게 살아가는 활동수명 기간을 늘이는 작업에 정책적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사고나 심장마비 등의 급성질환의 경우가 아니라면 인간은 노화를 통해 죽음에 이르게 된다. 서서히 노화가 진행되고 이 과정

에서 연령의 증가로 인해 질병에 걸릴 확률이 증가하면서 일상생활을 혼자서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어려운 인생의 한 시기

를 경험하게 된다. 특히 노인들이 흔히 겪고 있는 만성퇴행성 질병은 질병 자체도 문제이지만 질병이 악화되면서 심신상의 장애

를 초래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면서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워지는 것이 더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게 된다. 장기요양(long-term care)

은 이러한 경우를 대비한 돌봄 가운데 하나이다[2]. 장기요양은 만성퇴행성 질병으로 인해 식사하기, 옷갈아입기, 화장실가기 등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꼭 필요한 기능들을 스스로 수행할 수 없어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지속

적인 기간 동안 제공되는 신체적, 사회적 간호라고 정의할 수 있다[3]. 

인구가 고령화되면서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들의 수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장기요양이 필요한 노인의 경우 전통적으로

는 가정에서 가족이 필요한 돌봄을 제공하였고 주로 자녀가 부모부양이라는 이름으로 장기요양, 즉 수발을 제공하였다. 그러나 

현대화가 진행되면서 기존에 가족이 수행하였던 부모 수발 등의 돌봄을 더 이상 가족이 제공하기가 어려워지면서 병원이나 요양

시설에서 돌봄을 제공하는 추세로 변화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현대화이론(modernization theory)에서 ‘전통적으로 가족 내에서 

제공하였던 돌봄, 예를 들어 자녀돌봄, 자녀양육, 부모돌봄 등을 민간영역이나 공공영역에서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하였던

대로 가족에서 민간 또는 국가사회로 역할이 전이하고 있는 추세이다.

장기요양이 필요한 노인들은 요양시설에 입소할 수도 있고 가족이나 간병인으로부터 장기요양 관련 서비스를 본인이 살던 집

에서 받을 수 있는데 인구의 고령화가 오래 전에 시작되어 상기한 전이과정을 서서히 진행하였던 영국의 경우, 커뮤니티 케어가 

체계적으로 발전하여 장기요양이 필요한 노인들이 요양시설에 입소하지 않고도 재택에서 임종 때까지 불편 없이 살 수 있도록 

장기요양이 커뮤니티에서 제공되고 있다. 

영국의 경우, 급성치료가 필요할 경우 병원에서 의료적 처치를 받게 되고 장기요양이 필요할 경우 재택이나 요양시설 중에서 

하나를 노인의 취향에 따라 결정할 수 있도록 장기요양정책을 펼쳐왔다. 요양시설에 입소하기보다는 대부분의 노인들은 의료적 

상황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재택에서 장기요양을 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보고된다. 이러한 욕구에 부응하는 차원에서 유엔 비

엔나 국제 고령화 계획(UN-International Plan of Action on Ageing and United Nations Principles for Older Persons, 1983)에서는 

요양시설에 입소하는 것보다는 지역사회에서 계속 거주하는 것(Aging in place, AIP)을 용이하게 해주는 방향으로 정부와 민간

단체가 도와줄 것을 명시하고 있다[4]. 동 계획은 정부와 민간단체가 도와줘야 하는 것을 8개 영역에 걸쳐 구체화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하나가 커뮤니티 케어 체계의 구축이다. 지역사회에서 계속 거주하기 위해서는 노인에게 필요한 주거, 복지, 보건의료 등

의 통합적이고 포괄적인 장기요양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커뮤니티 케어 체계가 구축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노인인구의 약 11%가 장기요양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되고 전체 노인인구의 약 2.5%는 요양시설에 입소하여 거주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된다[5].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등급을 받은 경우, 노인의 선택에 의해서 요양시설에 입소할 수도 있고 가

족이 돌봄을 제공할 수 없어서 가족의 선택을 노인이 따르는 것으로 요양시설에 입소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후자의 경우는 노인

이 재택에서 장기요양을 하고 싶어도 장기요양을 위한 커뮤니티 케어 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아서 즉 대안이 없어서 할 수 없이 

요양시설에 입소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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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시설이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여도 개인의 취향에 따라 재택케어를 선호하는 경우가 많아서 재택에서 장기요양서비스

를 받기를 원하는 노인들의 욕구에 대응할 수 있는 커뮤니티 케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러한 욕구에 부응하여 문재인정부는 2018년 1월 보건복지부의 커뮤니티 케어 로드맵 마련이라는 대장정을 시작하면서 커뮤니

티 케어 시스템 구현을 위해 커뮤니티 케어에 관한 개념정리, 외국의 커뮤니티 케어 시스템 구축 관련 사례를 통한 기본 틀 구상, 

커뮤니티 케어의 내용과 바운드리 등에 대한 대안 마련과 함꼐 현재 커뮤니티 케어 시스템 구축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자체

를 선정하여 시범사업 중에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장기요양이 필요한 노인들을 위해 커뮤니티 케어의 일종인 서비스가 오래전부터 있어 왔다. 노인장기요양보

험이 2007년 도입된 이래 장기요양이 필요한 재택 노인들을 위해 재가서비스를 제공해 왔고 방문간호와 함께 노인들이 가장 많

이 이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커뮤니티 케어이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영국과 비교하면 요양시설에 비해 재가서비스 이용률이 현저

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에 대한 원인으로 이윤경(2018)은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인정해 주는 재가서비스 이용 한도액이 

이용자의 욕구에 비해 지나치게 낮게 책정된 점, 24시간 365일 항시 서비스가 가능한 요양시설서비스에 비해 1일1회 서비스 제

공방식의 재가서비스는 노인들의 장기요양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점,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설계가 재가급여보

다 친시설급여에 상대적으로 치우친 점, 케어를 제공하는 가족을 공식적 유급 돌봄 제공자로 인정하지 않는 점 등을 들고 있다[6]. 

이 외에도 노인을 위한 장기요양체계가 요양, 복지, 보건의료, 주거환경개선 등과 같이 다각적으로 포괄적으로 이루어 져야 함에

도 불구하고 통합관리가 부족한 것이 재가서비스가 활성화되지 못한 원인이라고 보고하고 있다[7].

노환으로 인해 스스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재가서비스를 제공하여 노인 당사자가 원한다면 임종을 맞을 

때까지 요양시설에 입소하지 않아도 집에서 요양시설에서 받는 서비스와 유사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장기요양을 

위한 커뮤니티 케어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미국이나 영국의 경우, 재택케어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재택임종까지 가능하도록 

발전시켜왔다. 노인이 병원에서 임종하기를 원하지 않고 재택에서 임종을 원할 경우 가정 호스피스의 통합의료서비스를 통해 커

뮤니티에서 재택임종이 가능하도록 케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재택케어의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낮을 뿐만 아니라 재택임종은 상상도 못할 정도로 병원에서의 임종을 당연한 것

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장기요양이 필요한 노인들은 증상이 상대적으로 경미할 경우 재택에서 요양보호사가 제공하는 재가서비

스를 받다가 노인의 상태가 심각해지면 그 심각한 정도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커뮤니티에서 제공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없

이 요양시설에 입소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커뮤니티 케어의 일종인 재가서비스의 경우, 간병서비스를 24시간 365일 운영하는 것

이 아니므로 재택노인에게 제공하는 요양보호사의 간병이용시간이 제한적이어서 욕구미충족으로 이어지고 그 결과 어쩔 수 없

이 요양시설로 입소하고 거기서 임종을 맞고 병원에서 장례를 치르게 되는 것이 관행처럼 되고 있다. 

서서히 인구의 고령화를 경험한 나라들과 다르게 급격하게 고령화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장기요양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을 

때 집보다는 요양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더 빠른 해결책으로 선호되었고 그래서 재택케어보다는 시설케어를 당연시하는 돌봄 문

화가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것도 이러한 관행이 자리잡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8]. 

본 연구는 현재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거동이 불편해져서 장기요양이 필요하게 되

었을 때 커뮤니티 케어 이용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노인들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장기요양이 필요

한 노인의 경우 시설입소에 대한 대안으로 재택에서 요양시설에서 받는 서비스와 유사하게 받을 수 있도록 커뮤니티 케어 모형 

개발을 설계하기 위해 필요한 커뮤니티 케어 이용자에 대한 연구이다. 본 연구를 통해 연로해지면서 거동이 불편하게 되면 시설

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대신 재가서비스 등의 커뮤니티 케어를 받으면서 ‘평생’ 커뮤니티에 살기를 원하는 노인들의 특성에 대하

여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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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목적

커뮤니티 케어는 케어의 범위나 내용이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시설이나 병원이 

아닌 집에서 받는 장기요양서비스에 국한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들의 경우 나이가 들어 거동이 불편해

지게 되었을 때 어디에서 살고 싶은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재가서비스를 받으며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계속 산다’라고 응답

한 경우를 커뮤니티 케어 이용의사가 있는 것으로 조작적 정의를 내리고 이 이용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는 것이다. 

분석자료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7년도 노인실태조사｣를 활용하였고 분석표본은 10,299건이었다. 

이를 위해 구체적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커뮤니티 케어 이용의사가 있는 노인들의 비율을 파악한다. 2) 로지스틱 회귀분

석을 통해 커뮤니티 케어 이용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인구사회학적 특성, 주거유형, 건강특성, 가족적 ‧ 사회적 특성으로 

나누어 각각 하위변인을 투입하여 변인의 영향력의 크기를 살펴본다.

본 연구를 토대로 일상생활을 스스로 영위하지 못할 정도로 거동이 불편해지면 병원에 입원하거나 요양시설에 입소하는 것보

다 커뮤니티 케어를 받으며 살던 집에서 ‘평생’ 살기를 원하는 노인들의 제 특성에 대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토대로 장기요

양을 위한 한국적 커뮤니티 케어 시스템 구축에 있어서 이러한 노인들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선행연구는 커뮤니티 케어에 관한 영국과 일본 등의 국외 사례[9,10]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커뮤니티 케어의 일환인 방문간호사

업[11], 재가복지서비스의 전달체계에 있어서 문제점[12], 재가서비스 이용을 저해하는 요인에 대한 분석[13], 장기요양 재가서비스 

개편방안[14] 등을 위주로 진행되어 왔다. 장기요양이 필요한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케어는 커뮤니티 케어와 요양시설 케어로 

요약할 수 있는데 주로 요양시설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연구가 주를 이루는 것으로 나타난다. 

요양시설에 입소하는 노인들의 특성으로는 연령이 높고, 여성일 때, 혼자 살 때, 소득수준이 높을 때, 요양시설에 입소할 확률

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또한 가족적 지지나 사회적 지지가 높을 때 즉 배우자가 있을 때, 다른 사람과 함께 살 때, 집 가까

이에 사는 자녀가 있을 때, 다른 친지가 있어서 노인이 필요한 수발을 제공하려고 할 때, 요양시설에 입소할 확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15]. 

요양시설 케어를 선택하는 노인들의 특성은 선행연구에서 검증되었으나 커뮤니티 케어를 선택하는 노인들의 특성에 대한 분

석은 상대적으로 미미한 편이다. 

3. 연구방법

3.1 분석자료

본 연구의 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조사한 ｢2017년도 노인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였다. 조사 대상은 

만 65세 이상 노인들이다. 조사지역은 특별 ‧ 광역시와 ‘도’ 지역으로 나누고, ‘도’ 지역에서는 다시 중 ‧ 소도시와 농어촌으로 층화

하여 층화 2단 집락 추출방법을 사용하였다. 이에 따라 대도시 7개 지역, 중 ‧ 소도시 9개 지역, 농 ‧ 어촌 9개 지역에서 조사가 진행

되었고, 본 연구의 분석표본은 10,299건이다.

3.2 연구방법

65세 이상 노인들의 커뮤니티 케어 이용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기 위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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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속변수

거동 불편시 희망 거주/케어유형 선호도를 묻는 ‘귀하께서는 만약 거동이 불편해지신다면 어디에서 거주할 생각입니까?’에 

대해 1)(재가서비스를 받으며)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계속 산다; 2) 배우자, 자녀 또는 형제자매(친인척 포함)와 같이 산다(거처

를 옮기거나 옮겨오도록 해서); 3)돌봄, 식사, 생활편의 서비스 등이 제공되는 노인요양시설 등에 들어간다; 4) 기타 등으로 구성

된 2017년도 노인실태조사 설문 문항에 응답을 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재가서비스를 받으며)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계속 산다

“라고 응답한 경우를 커뮤니티 케어 이용의사 있음으로 조작적 정의를 하고 1 값을 부여한다. 

2) 독립변수

가. 사회인구학적 특성

사회인구학적 특성으로 성별, 연령, 거주지역, 집(자가) 등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여성인 경우 1값을 남성인 경우 0값을 지정하

였다. 연령은 연속변수이다. 동부에 살면 1값을 읍/면부에 살면 0값을 부여했다. 집이 자가일 경우, 1값을 각각 지정하였다. 

나. 주거유형

현재 주거유형으로 독거가구, 부부가구, 미혼자녀동거가구, 기혼자녀동거가구로 나누고 각각 1값을 부여하였다.

다. 건강 특성

건강 특성으로 신체적 기능수행정도를 측정하는 수단적일상생활수행기능(IADL) 총점을 포함한다. 수단적 일상생활수행기

능(IADL)은 대한노인병학회에서 개발한 10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몸단장, 집안일, 식사준비, 빨래, 제시간에 정해진 양의 

약 챙겨먹기, 금전관리, 근거리 외출하기 등 17 항목을 위해 어느 정도의 도움을 받았는지 물어서 측정하였다. 각 항목마다 독립

적으로 수행했다고 응답하면 1값을, 부분적으로 도움을 받았다고 응답하면 2값을, 완전도움을 받았다고 응답하면 3값을 지정하

였다. 물건구매결정-돈지불-거스름돈받기, 전화걸고 받기, 교통수단 이용하기 등 3항목을 위해 어느 정도의 도움을 받았는지 물

어서 측정하였다. 각 항목마다 독립적으로 수행했다고 응답하면 1값을, 적은 부분도움을 받았다고 응답하면 2값을, 많은 부분도

움을 받았다고 응답하면 3값을, 완전도움을 받았다고 응답하면 4값을 지정하였다. 10 항목의 점수를 합산하여 수단적 일상생활

수행기능 총점이라는 합성변수를 만들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수단적 일상생활수행기능의 손상이 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10 항목의 신뢰도를 측정한 결과 내적 일관성은 .908이었다.

건강 특성으로 인지능력평가표(MMSE-K)를 사용하여 측정한 인지능력 총점을 포함한다. 인지능력평가표(MMSE-K)는 인지

능력을 평가하는 테스트로서 기억력, 집중력, 지남력, 덧셈, 뺄셈 등을 묻는 18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항목마다 맞으면 1점, 

틀리면 0점을 부여하여 MMSE 총점 이라는 합성변수를 만들었다. 점수가 낮을수록 인지 기능의 손상이 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18 항목의 신뢰도를 측정한 결과 내적 일관성은 .905이었다.

라. 가족적 ‧ 사회적 지지 

가족적 ‧ 사회적지지 특성으로는 자녀갈등여부, 사회활동참여도(종교제외), 사회 ‧ 여가 ‧ 문화활동 만족도 등으로 측정하였다. 

‘귀하는 지난 1년 간 자녀와 갈등을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에 대하여 예라고 응답한 경우 1값을 지정하였다. 지난 1년 간 동호

회(클럽활동) 참여여부와 친목단체(동창회, 계모임 등) 참여여부를 더해 사회활동참여도라는 합성변수를 만들었다. ‘귀하는 사

회 ‧ 여가 ‧ 문화활동 만족도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에 대하여 1 전혀 만족하지 않음, 2 만족하지 않음, 3 그저 그렇다, 

4 만족함, 5 매우 만족함으로 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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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결과

4.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분석표본은 10,299건으로 커뮤니티 케어 이용의사 있음으로 응답한 경우는 5,805건으로 전체응답자의 약 56.4 퍼센트에 해당

하였다. 대리응답을 한 226건을 제외하고 4,268건이 0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은 조사대상자의 특성을 보여준다.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보면 여성이 약 57 퍼센트를 차지해 남성보다 많았다. 평균연

령은 약 74세로 나타났고 동부에 산다고 응답한 경우는 약 69 퍼센트를 차지하였고 응답자의 70 퍼센트가 집을 소유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커뮤니티 케어 이용의사 10073 0 1 0.5763 0.49417

사회인구학적 특성

성별 10299 0 1 0.5752 0.49434

연령 10299 65 106 74.0637 6.70303

동부/읍면부 10299 0 1 0.6862 0.46406

집(자가) 10235 0 1 0.7093 0.45411

주거유형

독거가구 10299 0 1 0.2356 0.42439

부부가구 10299 0 1 0.4835 0.49975

미혼자녀동거 10299 0 1 0.135 0.34174

기혼자녀동거 10299 0 1 0.0988 0.2984

건강 특성

IADL 총점 10299 10 33 11.2475 3.20392

MMSE총점 10055 5 30 25.2186 3.83999

가족적 ‧ 사회적 지지

자녀갈등유무 10000 0 1 0.0778 0.26784

사회활동참여도 10235 0 2 0.4936 0.56692

사회 ‧ 여가 ‧ 문화활동 만족도 10073 1 5 3.2902 0.87601

주거유형은 혼자 사는 노인이 23 퍼센트, 부부만 사는 노인이 48 퍼센트, 미혼성인자녀와 동거하는 노인이 13.5 퍼센트, 기혼성

인자녀(장남, 차남이하아들, 딸)와 동거하는 경우는 10.0%에 해당하였다. 미혼자녀와 함께 사는 노인의 비율이 기혼자녀와 함께 

사는 비율을 초과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기혼자녀가 동거를 통해 부모를 부양하던 전통은 이제 와해되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기혼자녀와 동거하는 노인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 특성으로 수단적 일상생활수행기능(IADL) 총점 분포는 10점에서 33점까지이며 평균값은 약 11.24로 나타났다. 인지기

능(MMSE) 총점은 5에서 30까지의 분포를 보이고 평균값은 약 25.21에 해당하였다.

가족적 ‧ 사회적 지지 특성으로 가족지지는 지난 1년 간 자녀와의 갈등이 있다고 응답한경우가 약 7 퍼센트에 해당하였다. 사회

활동참여도는 0에서 2값의 분포를 나타냈고 평균값은 약 .49로 나타났다. 사회 ‧ 여가 ‧ 문화만족도는 0에서 9값의 분포를 보이며 

평균값은 약 2.48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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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상관관계 분석

거동불편시 커뮤니티 케어 이용을 선택하는 결정과 관련 요인들 간의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여 상관계수를 계산하였다. 상관

관계분석은 회귀분석의 사전 검사로써 다중공선성을 점검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이기도 하다. 분석결과는 Table 2와 같다. 변수

들의 상관관계의 절대 값이 0.7 이상이면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으나, 상관계수 중 가장 높은 값이 -.537로 나타나 상

관관계를 통해서 본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2. Correlation among variables 

V1 V2 V3 V4 V5 V6 V7 V8 V9 V10 V11 V12 V13 V14

V1 1

V2 -.012 1

V3 .033** .042** 1

V4 -.016 -.006 -.046** 1

V5 .056** -.092** -.133** .060** 1

V6 -.049** .259** .139** .011 -.255** 1

V7 .028** -.277** -.155** .079* .179** -.537** 1

V8 .004 .119** -.122** .120** .011 -.184** -.320** 1

V9 .025* -.021* .196** -.015 .048** -.219** -.382** -.131** 1

V10 .053** .078** .372** .002 -.093** -.002 -.119** .146** -.040** 1

V11 -.008 -.217** -.379** -.113** .111** .128** .172** -.160** .045** -.381** 1

V12 -.038** .012 .010 -.035** -.082** .031** -.157** .042** .091** .023* -.043** 1

V13 -.032** -.141** -.329** -.053** .201** -.142** .153** -.107** .035** -.269** .330** -.052** 1

V14 .029** -.035** -.111** .021* .140** -.044** .080** -.035** -.021* -.276** .228** -.120** .322** 1

* p<.05, ** p<.01

V1 커뮤니티 케어 이용의사; V2 성별; V3 연령; V4 거주지역; V5 집(자가); V6 독거가구; V7 부부가구; V8 미혼자녀동거; V9 기혼자녀동거;

V10 IADL총점; V11 MMSE총점; V12 자녀갈등유무; V13 사회활동참여도 ; V14 사회 ‧ 여가 ‧ 문화활동 만족도

커뮤니티 케어 이용의사와 다른 요인들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성별(r=-.012), 연령 (r=.033, p<.01), 거주지역(r=-.016), 집-

자가(r=.056, p<.01), 독거가구((r=-.049, p<.01), 부부가구((r=.028, p<.01), 미혼자녀동거가구(r=.025, p<.05), 기혼자녀동거가구

(r=.004), IADL총점 (r=.053, p<.01), MMSE 총점(r=-.008), 자녀갈등여부(r=-.038, p<.01), 사회활동총점(r=-.032, p<.01), 사회 ‧ 

여가 ‧ 문화활동 만족도(r=.029, p<.01)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4.3.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Table 3은 노인의 커뮤니티 케어 이용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사회인구학적 특성, 주거유형, 건강 특성, 가

족적 ‧ 사회적 지지를 단계적으로 투입하는 위계적방법을 활용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카이제곱값의 변화량

을 살펴보면 모형1 (χ2=55.885, p<.001), 모형2 (χ2=81.033, p<.001), 모형3 (χ2=103.843, p<.001), 모형4 (χ2=146.190, p<.001)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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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Logistic regression on community care use

변 수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β Exp(β) β Exp(β) β Exp(β) β Exp(β)

사회인구학적

특성

성별 -.029 .972 .029 1.029 .015 1.015 -.008 .992

연령 .014*** 1.014 .017*** 1.018 .012** 1.012 .008* 1.009

거주지역 -.103* .902 -.092* .912 -.086 .918 -.101* .904

집(자가) .285*** 1.329 .242*** 1.273 .253*** 1.288 .252*** 1.286

주거유형

독거가구 -.060 .941 -.051 .950 -.063 .939

부부가구 .178 1.195 .183 1.200 .174 1.190

미혼자녀동거 .252* 1.286 .250* 1.284 .264* 1.302

기혼자녀동거 .067 .294 .043 1.044 .036 1.037

건강특성
IADL총점 .050*** 1.051 .055* 1.057

MMSE총점 .004 1.004 .004 1.004

가족적 ‧ 사회적

지지

자녀갈등유무 -.247** .781

사회활동참여도 -.184*** .832

사회 ‧ 여가 ‧ 문화활동 

만족도
.109*** 1.115

상수 -.900*** .406 -1.256*** .285

χ2 55.885*** 81.033*** 103.843*** 146.190***

-2LL 13334.752 13309.604 13286.794 13244.447

Nagelkerke R2 .008 .011 .014 .020

* p<.05, ** p<.01, *** p<.001

모형1에서 투입된 사회인구학적 특성 가운데 연령과 집(자가)이 p<.001 수준에서, 거주지역이 p<.05 수준에서 커뮤니티 케어 

이용의사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모형2에서 노인의 주거유형을 추가적으로 투입한 결과, 미혼자

녀동거인 경우 p<.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모형1의 결과에 미혼자녀동거가 추가되었음을 알 수 있다. 모

형3에서 노인의 건강 특성을 추가적으로 투입하였을 때 집(자가)와 IADL 총점이 p<.001 수준에서, 연령이 p<.01 수준에서, 미혼

자녀동거가 p<.05 수준에서, 각각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초점을 맞추고자 했던 가족적 ‧ 사회적 지지 관련 특성이 커뮤니티 케어 이용의사에 미치는 영향을 살

펴보고자 해당변인을 추가적으로 투입한 모형4에서 집(자가), IADL 총점, 사회활동총점, 사회여가문화만족도 등의 변인이 

p<.0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 연령, 거주지역, 미혼성인자녀동거가구, 자녀갈등유무 등의 변인이 p<.05 수준에서 유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 영향력을 보여주는 표준화 회귀계수는 미혼성인자녀동거(β=.264), 집(자가)(β=.252), 자녀갈등

유무(β=-.247), 사회활동총점(β=-.184), 사회 ‧ 여가 ‧ 문화활동 만족도(β=.032, p<.01), 거주지역(β=-.101), IADL총점(β=.055), 

연령(β=.008)의 순으로 나타났다. 

미혼자녀동거, 집(자가), 사회 ‧ 여가 ‧ 문화활동 만족도, IADL총점, 연령 등 변인은 커뮤니티 케어 이용의사에 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인이 미혼자녀와 동거할 때, 집을 소유하고 있을 때, 사회 ‧ 여가 ‧ 문화활동 만족도가 높을 때, 수단

적 일상생활수행기능의 손상이 심할 때, 연령이 높을 때, 커뮤니티 케어 이용을 선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지난 1년간 자

녀와의 갈등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 사회활동참여도가 높은 경우, 동부 즉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커뮤니티 케어 

이용의사에 부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커뮤니티 케어가 아닌 다른 대안을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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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의 주목적은 거동이 불편해지면 재가서비스를 이용하며 살던 집에서 계속 거주하겠다는 응답을 커뮤니티 케어 이용의

사가 있는 것으로 조작화하고 커뮤니티 케어를 이용하겠다는 노인들의 특성을 분석하는 것이다. 전체 응답자 10,299 명 가운데 

과반수가 넘는 56.4 퍼센트가 커뮤니티 케어를 이용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은 커뮤니티 케어 이용의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연령이 높은 노인의 경우 아직도 요양시설 

입소 등과 같은 최근의 대안들보다 전통적인 재택에서의 장기요양에 더 익숙하기 때문에 연령이 높은 노인들이 커뮤니티 케어에 

대한 이용의사가 더 높은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거주지역은 동부(도시지역)에 사는 노인들이 읍면부(농어촌지역)에 사는 노인들에 비해 커뮤니티 이용의사가 낮은 것으로 나

타났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보여주는데 이는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경우 요양시설이 도시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관계로 요양시설에 대한 정보를 더 많이 접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동부에 사는 노인들에 비해 전통적 가

치보다는 편리함을 도모하는 경향이 더 강하기 때문에 커뮤니티 케어보다는 다른 대안들을 더 많이 선택할 확률이 높음을 보여

준다. 

집을 자가로 소유한 노인들의 경우 그렇지 않은 노인들에 비해 커뮤니티 이용의사 비율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미국의 선행

연구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16]. 또한 지역사회에 대한 애착, 익숙한 환경, 자녀들이 성장했던 집에 대한 애착 등이 커뮤니

티 케어에 대한 욕구를 높여줄 수 있다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알 수 있다[17].

주거유형의 경우 기혼성인자녀와의 동거하는 경우 거동이 불편해지면 커뮤니티 케어 이용의사에 유의한 연관성이 없는 반면 

같은 동거라고 해도 미혼성인자녀와의 동거하는 경우는 커뮤니티 케어 이용의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인이 되어서도 부모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하기 때문에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다른 대안들보다 커뮤니티 케어가 더 적합

하다고 생각해서 커뮤니티 케어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건강 특성의 하나인 IADL 총점이 커뮤니티 케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신체적 기능이 열악하여 수단적 일상생

활의 수행이 어려울수록 커뮤니티 케어를 이용하겠다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거동불편이 심해질수록 장기요양서

비스 욕구가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한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18]. 

가족적 ‧ 사회적지지 특성의 경우 하위변인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겻으로 나타났는데 지난 1년 간 자녀와의 갈등이 있다고 

응답한 노인들의 경우 커뮤니티 케어 이용의사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노인들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미

루어 요양시설에서 장기요양을 받으려고 할 때보다 커뮤니티에서 장기요양을 받으면서 남은 여생을 보내려고 할 때는 가족적 지

지가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자녀와의 관계가 원만할 때보다 갈등이 있을 때 커뮤니티 케어를 

이용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강함을 회귀계수의 값이 보여준다. 국내 선행연구에서 보면 가족적 지지가 높은 편이거나 가족관계에 

만족할 때는 삶의 질 등의 종속변인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오는 경향이지만 가족적 지지가 낮을 때, 예를 

들어 사회적 관계망 가운데 자녀연락빈도나 자녀접촉빈도 등으로 조작화된 가족적 지지가 결여되었을 때, 노인의 자살생각 위험

을 높여주는 것으로 보고된 연구결과로써 유추해 보면 자녀와의 갈등은 노인으로 하여금 커뮤니티에서 살고 싶은 욕구에 부정적

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19]. 

사회활동참여도가 높은 노인은 커뮤니티 케어 이용의사가 낮은 반면 사회 ‧ 여가 ‧ 문화활동 만족도가 높은 노인은 커뮤니티 케

어 이용의사가 높게 나타는 분석결과는 참여도와 만족도는 유사한 사회활동이라 하더라도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이 각가 다를 

수 있음을 보여 준다.

본 연구를 통하여 노인들의 커뮤니티 케어 이용 욕구가 상당히 높다는 실태를 파악하면서 장기요양에 있어서 커뮤니티 케어 

구축이 시급함을 보여준다. 커뮤니티 케어 구축은 세계보건기구(WHO)가 2007년에 제시하였듯이 물리적 환경과 서비스 환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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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친화적으로 무엇보다 융복합적으로 갖추어질 때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20,21].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장기요양을 위한 커뮤

니티 케어 시스템을 구축할 때 커뮤니티 케어를 실제로 이용할 의사가 있는 노인들의 특성을 반영하여 구축한다면 요양시설 케

어에 대한 대안으로 커뮤니티 케어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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