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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지역사회에서 노인들을 한 노인보호체계 구축의 실 가능성을 탐색하고, 연계모형과 실천
략을 모색하고자 하는데 목 이 있다. 우리나라는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노인들의 다양한 욕구(여가, 주거, 취업 등)
가 증가됨으로 지역사회에서 노인들에게 알맞은 상담과 지원 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포 인 노인보호체계
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노인보호체계의 연계모형을 설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한 2가지의 
방안을 제시하 다. 첫째, 지역사회의 노인보호체계를 조직의 형성에 두고 그 실천과정을 조직화단계, 실천활동
단계, 확 조직화단계의 3단계로 구분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 한 것으로 제시하 다. 둘째, 노인보호체계의 지역
사회조직화 모형을 용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안정  운 을 해서는 어매니 , 요양보호사 등과 같은 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장기요양 문인력의 활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 외에 지역사회복지 의체와 민간네트워
크로 사회복지 의회가 구성, 련법조항의 신설, 어매니 의 교육 등의 정립이 마련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
를 통해 기 인 자료를 마련하고, 노인보호체계에 한 다각 인 략과 방안을 마련하고 단계 으로 발 략을 
구사하여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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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feasibility of establishing the elderly protection 
system for the elderly in the local community, and to explore the linkage model and action strategy. In 
Korea, there is a need to build a comprehensive elderly care system so that elderly people can have 
appropriate counseling and support programs in the community, as the elderly increase their diverse needs 
(leisure, housing, employment). In this study, we set up a linkage model of elderly care system and 
suggested two ways to practice it. First, it is suggested that it is desirable to focus on the formation of 
the elderly protection system in the community, and divide the practice process into three stages: 
organization, practice, and organization. Second, it is necessary to apply the long-term care professional 
manpower which can play a central role such as care manager and nursing care provider in order to apply 
the community organizing model of the elderly protection system and stable operation of long-term care 
insurance for the elderly. In addition, a social welfare council and a private network should be established 
to form a social welfare council, the establishment of related legal provisions, and the education of care 
manager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basic data through this study, to establish diverse 
strategies and plans for the elderly protection system, and to promote it in a phased manner. 

• Key Words : Elderly Welfare Policy, Elderly Care System, Linkage Model, Long-Term Care Insurance for 
the Elderly, Community, Conver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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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사회는 경제성장과 의료기술의 발달로 인해 노령

인구가 속하게 증가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0년도에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여 2018년도에는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14.3%되어 고령사회로, 2026년에는 20%가 

넘는 고령화사회의 단계로 어들 것으로 상하고 있

다. 이는 가족구성의 변화  부양의식의 변화 등으로 인

해 독거노인  노인단독세 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독거노인 비율은 1994년 13.6%에서 2004년 

20.6%, 2014년 23.0%로 독거가구가 지속 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자녀동거 비율은 1994년 54.7%에서 2004년 

38.6%, 2014년 28.4%로 지속 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한 노인부양과 련된 갈등, 자살 등 극

단 으로 표출되는 사회  문제가 최근에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한국사회에서는 더 이상 통 인 가족체제

로만에 의존하여 노인의 장기요양보호를 요한다는 것이 

이미 어렵다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이러한 고령화

의 진행과 독거노인의 증가로 우리나라에서는 노인의 생

활보호를 지원하기 한 기반 구축이 요한 과제로 부

각되고 있다. 고령화에 먼  진입하고 경험한 국의 경

우는 1970년에 지역사회보호에 한 논의가 시작되어 

1990년  지역사회보호체계가 정착되었다. 일본의 경우

는 국보다 10년 뒤인 1980년 에 시작으로 1990년 

반부터 개호보험제도가 구체화되었다.

우리나라보다 고령화를 앞서 경험한 국과 일본 등 

선진국가들은 이에 응하기 한 일상생활권역에서 노

인들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한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이 강요되면서, 지역에 따라 지속 이면서 포

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노인보호지원체계를 구축하

는데 노력하고 있다. 한, 노인들의 욕구를 사정하고 이

에 부합하는 노인보호 서비스 계획을 작성하여, 노인들

이 요구한 서비스를 달하도록 지역사회에서 노인보호

체계화 시켜 어매니 들을 활동하도록 하 다. 우리나

라에서도 마찬가지로 1990년  반까지 시설보호 심

으로 소득층 노인을 한 노인보호체계가 정비되었지

만, 1990년  후반부터 재가복지의 요성이 부각되면서 

노인보호체계에 한 기반사업들을 다시 재정비하여 왔

다. 하지만 최근 노인들의 여가활동과 건강에 한 심

이 보다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변화되면서 지역사회 

노인보호체계는 여가활동과 심신보호로 이원화 되었다. 

특히 심신기능이 쇠약해진 노인은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서 등 정을 받은 증의 노인들이며 이들의 다양한 

욕구를 수용할 수 있는 포 인 노인보호체계가 아직까

지 부족한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는 증노인에게만 해당되지만, 경증노인들에게도 그들

의 심신기능의 변화 정도에 맞는 서비스를 계속 으로 

이용할 수 있는 노인보호지원체가 아직까지 마련되지 않

고 있다. 이처럼 앞으로 우리나라는 고령화가 진행되면

서 노인들의 다양한 욕구(여가, 주거, 취업 등)가 증가됨

으로 노인들에게 알맞은 상담과 지원 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포 인 노인보호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

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역사회에서 노인들을 한 노인

보호체계 구축의 실 가능성을 탐색하고, 연계모형과 실

천 략을 모색하고자 하는데 목 이 있다. 이를 해서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어매니  등 문인력 양성과 

활용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지역사회의 노인보호체계 구

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2. 이론적 고찰
1.1 지역사회보호체계

지역사회보호(commuity care)는 다양한 사람들의 욕

구에 응하기 해 그들이 의도 이면서 조직 으로 만

들어진 종합 인 서비스제공을 말한다. 한 지역사회보

호체계는 이러한 이용자들의 의사결정을 바탕으로 개인

의 능력을 고려한 필요한 서비스를 체계 으로 제공하기 

한 것을 말한다. 좀더 구체 으로 말하면, 지역사회보

호는 서비스 상자인 노인을 시설에서 보호하는 것만이 

아니라 자신의 집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직  제공받거나 

지역사회의 의료  복지시설 등에서 생활을 도와주는 

것을 말하며, ‘지역사회보호체계화’는 이것이 제도화 되

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지역사회보호체계는 크게 

지역사회조직화와 지역사회실천모델로 구성화 할 수 있

다[10].

1.1.1 지역사회조직화
지역사회조직이란 지역사회구성원들이 자신들이 속

한 지역공동체의 이익을 추구하고 공동선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해 함께 뭉쳐 소통하고 계획하며 행동하는 

가치 창출의 과정을 의미한다. 즉, 지역사회에서 개인, 

집단 이웃의 사회복지를 원하는 방향으로 유도하기 해 

지역사회의 단 에서 행해지는 일련의 활동이라고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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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Kahn(1982)은 지역사회 주민들이 그들의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는 방법으로 보았지만, 이러한 개념은 

명확하지 않고 학자들마다 지역사회조직화의 범주와 내

용이 조 씩 다르다[31,32].

지역사회조직화 과정에서 주체들은 지역공동체에 

한 향후 책임있게 꾸려갈 방법, 신뢰의 분 기 조성, 성장

과 발 의 유도해 가는 것을 배우게 된다. 이를 실천하기 

해서 지역사회의 내·외 으로 산재되어 있는 인 자원

과 물 자원들을 가능한 많이 동원하여 조직화시키며, 

리더십의 향상과 공동체 구성원들 간의 계망들을 형성

시키며, 개인 혹은 집단들에게 경제력과 정치 인 향

력을 불어넣는 일이라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지역사회조직은 다양하면서 복잡한 형태를 띠

고 있으며, 주민들 스스로 문제해결을 할 수 있도록 민주

인 역량을 강화하려는 경향이 강하고, 실천가들의 치

한 계획과 정책입안을 통해 시행되기도 한다. 즉, 지역

사회조직화의 기능  측면에서는 주체 인 참여자들의 

과업목표에 해 자신 스스로 문제해결을  한다는 기본

인 원칙에 부합하기 한 수단이나 략을 세우는 것

이다. 이러한 형태는 조직화 주체들이 인  권력주도세

력과 상호 력  계형성에 따라 신축 으로 결정되어

지며, 각각의 지역사회조직들은 이와 같이 개별  선택

들을 응집될 때 독자 인 형태로 완성된다[7,12,17,25, 

27,28].

1.1.2 지역사회실천모델
Rothman(1987)은 지역사회조직을 단일모형이 아니라 

지역사회개발모델, 사회계획  정책모델, 사회행동모델

로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 다. 이들은 분석 인 측면

에서 상호구분을 할 수 있지만, 실질 으로 서로 혼용되

는 형태를 띠고 있다. 첫째, 지역사회개발모델은 지역사

회조직화의 역을 확장시켰다는 의미에서 근린·지역사

회조직화와 기능  지역사회조직화로 지역사회조직을 

구분하 다. 둘째, 지역주민과 사회서비스기 을 지역사

회조직화의 상으로 구분하여 근모델을 제시하 다. 

근린·지역사회조직화는 지역주민을, 조직간 네트워크의 

형성은 사회서비스 기 을 상으로 제휴모델을 구분하

여 그의 특성에 맞는 모델에 용 가능하도록 하 다. 셋

째, 사회행동모델은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사회정

의의 실 으로 지역주민들이 보다 나은 우를 받을 수 

있도록 활동하는 시민운동을 말한다. 한 사회행동모델

은 지역사회 내에서 권력과 자원재분배, 사회  배제자

들에 한 의사결정에 한 근성을 강화를 통해 지역

사회변화를 꾀하는 것에 있다[22,23,24,26,30]. Weil & 

Gamble(1995)의 모델은 목표, 변화표 체계, 일차 인 

구성원, 심 역, 사회복지사의 역할 등을 심으로 지

역사회실천모델을 8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Rothman모델과 비교하면 지역사회모델은 지역사회의 

구성  기능과 지역사회문제의 양상, 지역서비스 로

그램의 성격 등에 따라 다양하게 용되었다는 에서 

서비스의 폭이 넓고 용하기에 용이하다는 것이다. 지

역사회조직화는 Weil & Gamble(1995)의 모델과 

Rothman모델(1987)을 혼합하여 조직화의 틀과 개입 략

을 구성하는 것이 용이 하게 해  것이라 보여진다.

2.1 지역사회보호체계와 노인보호체계의 연계성

2.1.1 지역사회보호체계와 노인보호체계 관계
지역사회보호체계는 지역사회의 문제해결을 해 지

역사회조직화들 두고 그에 해서 역량강화 지역사회실

천이라는 역량을 강화한다는 2가지 목 을 가지고 있다. 

이를 해서 지역사회의 력 인 구조형성에 요한 

을 두고 있다. 력 인 조직구조형성은 지역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참여하고 력하는 자발 인 문제해결을 말

한다. 특히 지역사회의 문제 을 공유하며, 해결하기 

해서는 연 력의 조직형성이 필요하다. 한 문제해결

과정에서 지역사회의 변화와 사회통합을 한 주민들의 

역량강화가 도모되어야 하며,역량을 강화하기 해서는 

근본 으로 주민간의 유 감, 신뢰, 네트워크의 형성이 

필요하다. 이러한 과정에서 지역사회의 모든 자원들 간

의 력 계 수립을 통해 지역사회 노인보호체계가 자연

스럽게 구축되며, 노인보호를 해 다양한 로그램의 

생성과 실천을 해 체계화하는 것이다. 지역사회의 노

인보호체계는 주민과 노인을 상으로 공식  혹은 비공

식 인 모든 자원들을 조직화에 을 두고 ,지역사회 

노인보호체계를 단기 인 목표로 하는 거시  에서 

근한다.

그 이유는 노인문제의 방, 보호활동 뿐만 아니라 지

역사회에서의 노인보호와 건강한 생활을 지원하고, 노인

에게 편리한 환경조성을 꾸민다는 목 과 가치공유 하에

서 력하는 것에 목 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29,3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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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사회 노인보호체계와 어매니 의 역할 

우리나라에서 지역사회 노인보호체계를 해서는 

재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활용을 통한 노인서비스의 

지원이 무엇보다 요하다. 노인서비스의 수요에 충족하

기 해서는 인 지원의 리와 형성이 바탕을 두어야 

한다. 즉, 요양보호사의 교육을 비롯한 업무를 체계 으

로 리하며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수요자인 

노인의 입장에서는 안정 인 요양보호서비스를 제공받

기 해서는 이러한 서비스 달 시스템이 확고히 다져있

어야 된다고 본다. 따라서 이러한 서비스지원을 해서

는 어매니 와 같은 문인력이 필요하며, 그 역할은 

요양보호사의 활동지원과 리를 통해 보다 나은 요양서

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데 있다. 어매니 의 

도입으로 요양서비스의 질  제고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

이 될 것으로 본다. 어메니 는 요양서비스의 수요자

에 한 이용정보를 총 하고 조정한다. 구체 인 주요

업무내용들을 살펴보면, 첫째, 수요자에게 요양보호사가 

제공할 서비스의 내용  서비스제공인력 정보, 스  

등의 확인과 조정한다. 둘째, 요양보호사에게 최 의 요

양서비스를 제공하기 한 수행방법과 유의사항을 교육

시킨다. 셋째, 수 자격여부  장기요양보험의 신청 등 

행정업무를 행업무를 한다[14,16,18,20,21].

3.1 선행연구 검토

노인을 상으로 하는 지역사회보호체계와 련된 선

행연구들은 ‘외국의 지역사회 보호 로그램을 소개하는 

연구’, ‘지역사회보호를 필요로 하는 이용자의 욕구 등에 

한 연구’, ‘우리나라의 장기요양보호체계에 한 연구’ 

로 구분된다. 기존의 지역사회 보호체계에 한 선행연

구들은 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선진국들의 고령화 문제

를 다루어 있으며, 그에 따른 지역사회보호체계에 한 

각국의 지역사회 수 이 어떠한가를 확인하는 주제가 

부분이었다. 그리고 이들의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보호체계가 어떻게 구성되며, 그 기능이 무엇인지에 

한 명확히 제시한 연구는 미흡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

한 우리나라의 지역사회보호체계와 련된 3부문의 주제

별로 학자들의 선행연구들을 검토하면 다음 <Table 1>

와 같다[2,3,4,5,6,8,9,11,13,15,19]. 

<Table 1> Preliminary Study Review

Contents Researcher

A study introducing foreign 
community protection 
programs

Kim, kun-Hong·Lim 
Beong-woo, 2002; Lim 
Beong-woo, 2003; Oh 
Hye-kyoung,  2006; Han 
Kyung Hye, 2006; Cho 
Myung Kyung, 2007; Eun 
Ki Wook, 2007

bA Study on the Needs of 
Users Who Need to Protect 
the Community

Kim, Mi Hye, 1996

A study on the long-term 
care system of Korea

Jeong Soon-Dol, 2005; Kim 
Young Sook, 2005; Kim 
Young Sook, 2006; Chae 
Heung Bong, 2006; Kim Mi 
Sook, 2006;v Suk Jae Eun, 
2006; Kim Chan-woo, 2008

Ⅲ. 지역사회 노인보호체계 연계모형의 
개념화 설정

앞서 이론  논의를 근거하여 노인보호체계 모형을 

개발하고자 한다. 이를 해 지역사회조직화의 이념  

내용을 토 로 모형설계의 방향성을 설정하며, 노인보호

체계 구축을 해 단계별 목표와 조직화 상에 따른 모

형을 설정하고자 한다. 

1.1 모형설계의 방향성

본 연구는 지역사회 노인보호체계를 조직화된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와 력을 통해 실질 인 노인보호의 포

 노인보호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다. 즉, 노인보호체계

는 지역사회 조직화의 이념을 토 로 공공  민간 노인

련 기 , 지역주민, 지역사회조직 등 공식 · 비공식  

다양한 자원의 참여를 통한 포 인 력체계모형을 개

발하고자 한다. 주된 상은 노인과 지역사회의 노인보

호능력 강화라는 차원에서 노인보호주체로서 잠재  역

량을 지니고 있는 지역주민과 노인을 상으로 삼는다.

모형의 설정을 해서 지역사회조직화에 한 틀은 

Weil & Gamble의 모델을 용하 으며, 각 모델의 개념

화를 한 략은 Rothman모델과 Weil & Gamble모델

을 혼합하여 조직화모형을 설계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노인보호체계의 모형설계를 하기 해서 혼합(mixing)

과 단계  이행(phasing)이라는 을 용하 다. 여기

에서 혼합은 다양한 모델들은 동시에 실시하는 것이며, 

단계  이행은 문제의 추이에 따라서 합한 모델로 행

하는 것이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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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tructure of Elderly Protection System Model

2.1 모형의 개념화

이론  근을 통하여 노인보호체계에 한 모형을 

개념화한다는 것은 보다 실천 , 구체 으로 응용 가능

하도록 구조화 시키는 과정이라 한다. 이는 특정한 상황

에서 노인보호체계를 구축하기 한 단계별 혹은 상황  

맥락을 악하여 이에 합한 개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일종의 지침서 역할을 한다. 조직화 실천의 개념 인 기

을 기반으로 실천할 수 있는 범 와 방향성, 목표설정

과 략 등을 선택하여 효과 인 개입이 가능하도록 하

자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Weil & Gamble모델을 용

한 노인보호체계 모형을 구성하 으며, Rothman과 Weil 

& Gamble 모델의 개념을 토 로 지역사회 노인보호 구

축에 한 조직화 실천을 기반으로 범 와 방향성, 목표

설정과 략, 지역사회환경, 노인보호 활동 등을 하

게 변형하여 개념화여 제시하고자 한다. 아래의 <Table 

2>은 모델의 특정에 따른 6가지 변수(가정, 목 과 목표, 

조직화 상, 표 체계  략)들을 설명하 다.

<Table 2> Conceptualization of linkage model of 

community elderly protection system

지역사회 노인보호체계 구축과정에서 용되는 각 모

델들은 기본 으로 범지역 이고 포 인 노인보호체

계의 구축과 이를 통한 지역사회의 노인보호능력의 강화

라는 지향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지역사회 상에 한 가

정과 목 에 있어서는 공통 이다. 한 본 모형에서 구

상하고 있는 노인보호체계는 체 지역사회를 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조직화 상이나 표 체계도 명확하게 구

분되는 것은 아니며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재 ·잠재  

모든 노인 련 자원을 포함한다. 

Ⅳ. 노인보호체계 구축의 단계별 
전략방안 

1.1 실천과정과 단계별 전략방안

학자들마다 노인보호체계 구축을 한 조직화의 실천

과정을 다양한 근법으로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노인보호체계의 구축의 단계구분, , 용어, 강조  등

이 다르지만, 사회복지의 실천문제에서 발생되는 문제해

결과정은 지역사회 조직화단계를 설정하고 있다는 것이 

하나의 공통 이다. 즉, 조직화 단계구분에 있어 조직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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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문제해결 심의 근이라는 

것이 특징이다. 이는 개인이 아닌 집단 인 노력으로 지

역사회 문제해결하는 것이 통상 으로 효과 이라는 것

에 인식되어 있기 때문에 조직형성이 요하다. Rubin & 

Rubin(l992)의 연구에서 지역사회 조직을 민주 인 조직

형성으로 인해 지역사회의 능력을 보다 강화시키는 것으

로 보고 사회문제해결 자체보다 조직형성이 우선시 된다

고 하 다. 한 Kahn(l995)은 조직형성은 단기 , 일시

인 문제해결이 아니라 지속 으로 그 지역주민들이 참

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사회의 변화와 발 을 

한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하 다. 따라서 본 연구

는 지역사회의 노인보호를 해 상호 력하고 그 필요성

에 해 강조함과 동시에 노인보호체계의 구축방안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맥락으로 조직화 실천단계에 

있어 노인보호체계의 조직형성단계를 조직화단계, 실천

활동단계, 확 조직화단계로 구분하고자 한다. 노인보호

체계의 조직형성단계를 설면하면, 첫째, 조직화단계는 노

인보호체계를 한 구축에 역 을 두고 있다. 둘째, 실천

활동단계는 노인보호체계의 기능화를 하기 해서 노인

보호의 공동화된 로그램을 시행한다는 것이다. 셋째, 

확 조직화단계는 노인보호체계를 유지하고 발 하기 

한 연결가능성에 을 두고 있다. 하지만 노인보호

체계의 조직형성에 한 반 인 목 은 노인보호체계

의 역량강화에 있으며, 지역사회에서의 노인보호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데 목 을 두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각 단계들은 내부 비→ 계획조직화→ 활동→ 평가  

과제 환을 포함하고 있다.

2.1 노인보호체계에서의 케어매니저의 활용

OECD국가들에서는 장기요양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

인들을 한 지역사회보호체계를 세 가지 차원, 장기요

양의 통합, 재정과 달체계의 통합, 재가와 시설요양의 

연속  어망(네트워크)구축이라는 차원의 통합목표 아

래 정책들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여기에서 어의 연속

망은 통합  어체계구축을 한 핵심기제이며, 다양한 

상태의 장애 정도에 있는 상자의 복합 인 서비스 욕

구 해결을 한 일련의 서비스들을 연계하고 조정하는 

것이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요보호노인에 한 노인보호

체계에서도 자주 서비스의 단편성, 복성, 비계속성, 비

근성, 비책임성 등이 문제 으로 제기되고 있다. 실제

로 고령화 사회에서 요보호노인에 한 지역사회보호체

계가 어떻게 구축되어야 하는지에 해 문헌리뷰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지역사회수 에서 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들을 한 보호체계를 구축할 때에는 서비스의 통합

성을 확보하고, 보호의 연속성을 보장하며, 서비스에 

한 근성을 높이고 서비스 자체의 성, 사회  책임

성을 보장하는 기 에 합하도록 체계화될 필요가 있다

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노인보호체계 구축을 해서

는 지역사회보호를 실 하는 방법인 어매니 , 다시 

말하면, 복합 이고 다양한 욕구를 지닌 이용자와 어

매니 간의 연속 인 지원 계를 기본바탕으로 하여, 이

용자들이 필요로 하는 요구 심의 서비스를 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자원을 통합․ 리하는 체계

가 구축되어야 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지방행정기 의 인력을 어

매니 로 활용하는 방안과 역할분담은 [Fig. 2]과 같이 

설정하 다. 지방자치단체가 노인 요양 상자들에게 직

방문조사, 요구사정, 어 랜 작성과 지역사회의 자원

들과 연결하고, 요양 상자들은 신청한다. 국민건강보험

공단은 요양 상자들에게 등 정과 요양인정 등을 시

행하고, 요양 상자는 인정확인과 이의신청을 국민건강

보험공단에 신청한다. 서비스 제공기 은 요양 상자들

을 요양서비스를 연결하고, 조정, 검, 평가를 하며, 지

방자치단체에 요양기  신청을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국

민건강보험공단에 일부재정을 부담하면서 등 정 원

회에 참여한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방자치단

체의 인력을 상으로 어매니 를 교육하고 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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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및 시사점
노인인구가 속하게 증가되면서 신체 , 정신 으로 

허약하고 장애를 가지는 있어서 장기간 요양보호가 필요

한 노인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수요를 충족하

기 해 계획성 있는 지역사회 노인보호체계가 구축되어

야 하며, 이와 더불어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보다 발 시

켜야 될 것이다. 결과 으로 노인보호체계의 개발모형을 

용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안정  운 을 해서는 

어매니 , 요양보호사 등과 같은 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장기요양 문인력의 활용이 필요하다.

지역사회 노인보호체계과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있어

서 어매니 의 역할을 심으로 구축 략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보호체계의 구축을 해서는 특정한 모델에 

의존하기 보다 지역사회의 조직화에 한 목표와 상 

등을 고려한 다양한 조직화 모델을 설정하고 실제 용

하는 것이 요하다. 그리고, 노인보호체계를 네트워크 

할 조직구성  운 을 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기 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구심 인 역

할 기 을 통해 네트워크의 구성과 운 차 등에 해 

명확한 책임과 역할을 제시하여야 한다.

둘째, 지역사회복지 의체와 민간네트워크를 상시 활

용할 수 있는 사회복지 의체 구성이 필요하다. 이를 통

해 노인보호체계를 정교하게 구축하고 효과 인 보호활

동의 하기 한 문가들의 참여가 필요하다. 문가들

은 노인보호체계의 구축을 해서 참여자들 간의 신뢰유

지와 실무자 연계, 주민조직화 등을 통해 지속 인 노인 

보호활동의 다양한 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셋째, 정

부 실무자  민간 표자들을 상으로 한 력  네트

워크의 원활한 상호작용이 이루어져야 한다. 실천방법으

로는 노인보호에 한 상호이해 증진을 도모하기 해서

는 정기포럼의 개최 등을 통해 정보·지식을 공유하는 장

을 형성하여야 한다. 넷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어

매니 와 련 조항을 삽입하고, 그 역할에 해 명확시 

제시하여야 된다. 즉, 지역사회 노인보호체계 구축을 

해서는 장기요양 상자들의 통합 인 서비스가 제공되

기 해서는 어매니 들의 역할 정립이 분명하여야 한

다는 것이다. 지역 심형 어메니  체계 구축을 해

서는 유 기  간의 력 인 역할분담에 해 제도 인 

기반이 조성이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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