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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2000년에 7%를 차지

하였으나 불과 18년 만에 14%에 도달했으며, 2026년에는 노인 

인구 비율이 20%를 차지하는 초고령사회 진입하는 세계적으로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를 보여주고 있다[1]. 이러한 고령화 사회

를 맞이하여 지역사회 중심 “Aging in place”를 실현하기 위한 

재가중심 건강관리서비스 시스템 구축은 이미 사회적 합의를 넘

어선 것으로 파악된다. 이를 천명한 것이 2019년 보건복지부의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 케어)으로 중심에는 재가, 가정, 그

리고 방문간호가 있다.

현재 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문간호 

서비스의 형태로는 의료기관의 가정간호사업, 보건소의 방문건

강관리사업, 그리고 노인장기요양의 재가방문간호 3가지 제도로 

구성되어 있다[2]. 의료기관의 가정간호사업은 의료법, 보건소의 

방문건강관리사업은 지역보건법, 재가방문간호는 노인장기요양

보험법의 각기 다른 법적 기반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2] 지역

사회 중심의 촘촘한 재가, 가정, 방문간호가 이루어 질 수 있도

록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하여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 중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방문간호는 2008년에 도입된 노

인장기요양보험제도 내 재가서비스의 일환으로 신설되어 간호사

에게 의료기관 내 소속이 아닌 독자적으로 간호센터를 개소하여 

운영할 수 있는 개설권을 주어 간호 창업의 산실이 되기도 하였

다[3].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으로 일상생활 

유지가 어려운 중증 노인에게 전문 요양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건강 증진과 더불어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실시되었다[4]. 노인이 가능한 가정 내에서 가족과 함께 생활하

며 지역사회 기반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재가급여를 우선

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어 제도 실시 초기 

재가간호의 급속한 확대를 기대하게 하였다[5]. 

재가급여 중 유일한 의료 서비스인 방문간호는 간호요구도가 

높은 대상자에게 가정에서 간호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불필요

한 병원 입원이나 시설 입소를 지연시키며, 사회적 비용의 감소

와 더불어 재가요양과 시설요양의 연장선상에서 대상자의 유입

여부를 판단,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한다[3]. 방문간호사는 대상

자의 가정이라는 다양한 환경에서 각기 다른 대상자의 요구를 

파악하여 이에 상응하는 전문적 간호서비스를 제공한다[6]. 이처

럼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대상자의 사정, 간호처치, 기본간호의 

제공, 대상자와 보호자에 대한 교육 상담, 지역사회 자원 연계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범위의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대상자의 요구도 다양하며 방문간호사의 판단과 수행력도 각기 

다른 방문간호의 업무적 특성을 고려할 때, 실제 제공되는 방문

간호의 서비스와 양은 서비스의 질을 결정하고 대상자의 만족도

와 관련이 있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성공과 연결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 시점부터 재가방문

간호는 전체 급여 중 0.5% 비중에 머무르며 활성화 되지 못한 

상황이다[7].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시설보다 재가급여를 우선적으

로 제공한다는 방향성을 제시하였지만, 재가보다 시설이 노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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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요양 시장을 지배하는 구조를 나타냈다[7]. 또한 의료기관의 

가정간호와 비교해 볼 때, 가정간호의 수가체계는 간호 행위별

로 수가를 인정해주는 행위별 수가체계이지만 노인장기요양 재

가방문간호는 방문간호 서비스 제공 소요시간만을 기준으로 방

문간호 비용을 지불하는 방문 당 수가제로 차이가 있다[8]. 이러

한 배경으로 인해 가정간호의 경우 가정간호 서비스 종류와 범

위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수행된 반면, 노인장기요양의 재가방

문간호는 대상자에게 제공되는 구체적인 서비스에 대한 연구, 

방문간호 이용 양상에 대한 연구, 방문간호 대상자의 간호 서비

스 효과에 관한 연구가 매우 제한되었다[9].

노인장기요양보험은 2017년도의 2주기 발전계획에서 사회서

비스와 건강서비스의 복합적 욕구를 가지고 있는 대상자와 그 

가족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방문간호의 활성화와 더불

어 다양한 지역사회 중심 재가 서비스 인프라 개발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10]. 이러한 제도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도 노인장기

요양 재가방문간호 서비스의 내실화 및 다양화가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 우리사회가 직면할 초고령사회

를 대비함과 동시에 보다 타당하며 지속가능한 건강서비스 제공

이라는 노인장기요양의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도 재가

방문간호 서비스 개발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

에 본 연구에서는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도입 이후 현

재까지 재가방문간호의 발전 과정을 재가방문간호 제도 개요, 

재가방문간호의 성과와 장애요인, 통합재가급여서비스 시범사업, 

재가방문간호와 오마하시스템의 적용, 그리고 일 재가방문간호

센터의 방문간호서비스 제공 사례를 통해 노인장기요양 재가방

문간호의 서비스 확대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본   론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방문간호 제도 개요

급격한 고령화와 후기노인의 증가에 따른 장기요양의 요구의 

증가로 2008년 7월 사회보험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되

었다. 2008년에 도입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이나 노인

성 질환으로 일상생활 유지가 어려운 중증 노인 노인에게 전문 

요양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건강 증진과 더불어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실시되었다[4].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3조에 따라 노인이 가능한 가정 내에

서 가족과 함께 생활하며 지역사회 기반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

도록 재가급여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다[4]. 장기요양급여는 수급자에게 신체활동·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크게 재가급여, 시설

급여, 특별현금급여로 나누어진다[5]. 재가급여에는 방문요양, 방

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기타재가급여(복지용

구)가 있다[5].

재가방문간호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범에 의한 재가급여의 하나

로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재가방문간호는 현재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를 통해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 가운데 건강문

제를 지닌 노인에게 제공되는 유일한 의료서비스이다[3]. 이는 

장기요양요원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방

문간호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

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

(검사, 투약, 주사, 기본간호 외의 간호)와 의사의 지시 없이 간

호(조무)사 독자적 판단에 의해 제공 가능한 서비스로 정의한다

[5].

재가방문간호 업무를 행하는 장기요원의 자격은 노인장기요양

보험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에 따라 간호사는 2년 이상의 간호

업무 경력이 있는 자이고, 간호조무사는 3년 이상의 간호보조 

업무 경력이 있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자로 

규정되어 있으며, 교육이수 시간은 700시간이다[11]. 방문간호기

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32조에 의해 의료기관에서도 설치

할 수 있으며, 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 설치하는 경우에는 방문간

호의 관리책임자로서 간호사를 두도록 되어있다[12]. 

방문간호 수가는 수급자의 질병명, 장기요양등급과 방문지역 

등을 불문하고 1회 방문 당 제공시간을 기준으로 30분 미만은 

36,110원, 30분 이상 60분 미만은 45,290원, 60분 이상은 54,490

원을 산정(2020년 기준)하고, 처치에 사용된 유치도뇨관, 기관지

관, 거즈 등의 재료비와 검사료(가정에서 직접 시행되는 검사) 

및 교통비는 별도로 산정할 수 없다[5]. 따라서 방문간호에 소요

되는 비위관, 단순 및 정체 도뇨관, 기관지관, 산소요법, 옥창치

료, 방광 및 요도세척 등에 필요한 재료비, 가정 내에서 실시하

는 검사비, 간호서비스 제공과 교통소요 시간에 대한 비용, 기본

간호를 포함한 투약관리지도, 교육훈련, 상담, 의뢰 등의 서비스 

제공과 원거리 방문에 따른 소요시간에 대한 비용을 고려하지 

않으며, 간호사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한 서비스 제공은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방문간호 횟수에 대한 수가는 

방문간호지시서에 의하되 주 3회까지 산정하고, 응급상황 등 부

득이한 경우에는 주 3회를 초과하여 산정할 수 있다[13].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 장기요양기관 

현황 추이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12]. 방문요양, 방문목

욕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수는 꾸준히 증가해 온 반면, 방문

간호서비스 제공 기관은 거의 변화가 없었다. 기관의 수가 가장 

많은 경기도 및 서울특별시의 두 개 지역을 중심으로 비교해 봤

을 때, 재가 방문요양기관은 2013년 경기도 1,678개, 서울시 

1,379개에서 각각 2017년 2,379개와 1,852개로 증가하였으나 재

가 방문간호기관은 2013년 경기도 140개, 서울특별시 130개에서 

각각 2017년 각각 146개, 130개로 거의 변화가 없었다[12]. 즉, 

규모면에서 경기도의 경우 재가 방문요양기관 대비 방문간호기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방문간호 서비스 개발과 확대 방안

가정간호학회지 27(3), 2020년 12월 243

관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3년 8.3%에서 2017년 6.1%로 오히려 

감소되었으며, 서울시의 경우에도 같은 맥락에서 2013년 9.3%에

서 2017년 7.0%로 감소되었다[12]. 따라서 동 기간에 노인장기

요양보험 수급자 판정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여 왔음을 고려해 

볼 때, 재가서비스 기관 중 방문요양과 방문목욕은 시장의 수요 

증가에 따라 공급도 늘어나는 수요공급곡선을 따른 반면, 방문

간호는 이례적으로 시장의 수요 증가가 공급의 증가로 이어지지 

않았다.

재가방문간호 성과와 장애요인

기존의 병원 퇴원환자 중심의 가정간호서비스와 취약계층 중

심의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서비스에 국한된 재가간호의 영역을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로 확대한 방문간호는 다음과 같은 긍

정적인 효과를 보고하였다. 방문간호는 외래와 입원일수의 감소

를 통한 입원비용 감소[1], 가족 돌봄자의 돌봄 스트레스 수준감

소[14], 노인들의 일상행활 수행 능력, 주관적 건강상태, 우울, 

신체적 정신적 건강사태 유지에 효과가 있었다[15].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 중 질환별 

수급자 비율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치매진단자가 

2013년 전체 대상자의 27.1%에서 2017년 34.8%로 급격히 증가

하였고, 다음 요통, 좌골통 대상자가 2013년 9.8%에서 2017년 

12.2%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풍, 뇌졸중 대상자는 

2013년 22.2%에서 2017년 14.8%로 오히려 감소하였다. 그러나 

중증 대상자로 분류되는 치매, 중풍 복합 질환자는 2013년 6.6%

에서 2017년 8.1%로 늘어나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내 수급자

의 건강 수준은 단순 허약노인이 아닌 중증 질환자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파악하고자 한 장기요양보험 수급자

의 건강수준은 경증에서부터 최중증까지 매우 포괄적이며, 이 

중에서도 지역사회 재가 인프라를 통해 장기간에 걸쳐 관리가 

필요한 치매, 중풍, 뇌졸중, 관절염, 통증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

다. 이는 단순 가사지원, 생활지원서비스만으로는 불충분함을 의

미하며, 대상자의 건강수준 유지 관리를 위한 적극적인 서비스 

제공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긍정적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2019년 기준 노인장기요

양보험의 재가급여비 지급 현황을 살펴보면, 총 장기요양 재가

급여비 중 68.8%를 방문요양에 지출한 것을 파악할 수 있다

[16]. 반면에 방문간호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0.5%수준에 머

무르고 있으며, 이러한 방문요양 이용 편중 현상은 노인장기요

양보험 도입 시점부터 지속되어 왔다[3,16].

방문간호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에 대해서는 여러 각도의 심

도 깊은 분석과 논의가 필요하겠으나, 이러한 이유로 현행 노인

장기요양보험에서는 이용자 스스로 자발적 판단 하에 필요한 요

양서비스를 계획하고 구매하도록 되어 있다[3]. 이는 이용자 스

스로 방문간호보다 저렴한 방문요양이 방문간호와의 대체 가능

한 서비스로 인식하여 의학적, 치료적 전문 지식을 요하는 방문

간호에 대한 합리적 이용과 선택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

문이다[3,14]. 따라서 월 급여의 한도 내에서 방문요양, 방문목

욕, 방문간호 서비스를 같이 사용함에 따라 가족의 수발 부담 감

소를 위해 방문요양을 선호하는 양상을 보였다[17]. 그 이유로 

방문요양만을 제공하는 공급기관은 대상자의 상태 및 의료서비

스에 대한 요구를 고려하기보다 공급자의 관점에서 수익창출을 

우선시함에 따라 대상자가 다양한 재가 서비스로부터 단절되고 

있음을 제시하였다[12]. 또한 방문간호지서서 발급의 복잡성, 서

비스 제공 시간에 따른 정액 방문수가의 낮은 수가체계로 인한 

운영상의 어려움, 방문간호 홍보와 인식 부족, 방문간호사와 방

문간호조무사와의 역할 미 정립은 방문간호 활성화의 장애요인

으로 제시되었다[3]. 현재 방문간호조무사의 독립적인 방문간호

가 시행되고 있으며, 2008년 노인장기요양 도입 직후 간호사 1

인의 담당 인정자수는 79명에서 224명으로 증가 하였으나, 동 

기간 간호조무사 1인이 담당하는 인정자수는 90명에서 63명으

로 감소하였다[7]. 이러한 방문간호사 부족의 문제는 안정적인 

방문간호서비스 공급의 장애요인이다. 따라서 노인장기요양의 

궁극적 목표인 노인의 지역사회에서 건강한 삶의 영위를 위해 직

접 서비스 제공인력인 간호 인력인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역할

정립과 팀 접근체계의 확립 간호사의 관리 감독 책임의 법적, 제

도적 장치 마련에 따른 전문성 확보가 필수적인 선행과제이다.

<Table 1> Percentage of the Total Elderly Long-term Care Insurance Recipients with Disease by Year (Unit, %)

Disease 2013 2014 2015 2016 2017

Dementia 27.1 29.2 30.2 32.7 34.8

Stroke 22.2 20.3 18.7 16.8 14.8

Dementia and Stroke  6.6  6.7  6.7  7.2   8.1

Hypertension  0.9  0.9  0.9  1.2  1.3

Diabetes  1.5  1.4  1.4  1.5  1.5

Arthritis  8.5  8.3  8.2  8.5  8.6

Back pain  9.8 10.4 11.4 12.2 12.2



임 지 영  외

244 가정간호학회지 27(3), 2020년 12월

통합재가급여서비스 시범사업의 추진

노인장기요양 재가 급여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

야간보호, 단기보호 기관으로 각각 분절적으로 되어 있어 수급

자를 중심으로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다는 한계점이 

꾸준히 제시되어 왔다[18]. 이에 재가 급여 활성화와 “Aging in 

place” 실현을 위한 연속적이며 통합적인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6년~2018년에 걸쳐 3차례

의 통합재가급여시범사업을 수행하였다[19]. 1차 시범사업은 

2016년 7월~12월, 2차 시범사업은 2017년 3월~9월, 3차 시범사

업은 2018년 6월~12월 까지 이루어졌다. 통합재가급여 시범사업

은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체계 구축, 정기적인 만성질환 관리 예

방, 의료서비스 연계 시스템 구축, 효과적인 케어매니지먼트 체

계 운영을 궁극적인 목표로 하였다. 통합재가급여서비스 시범사

업의 핵심내용은 1일 다횟수 방문의 요양서비스 제공, 방문간호

사에 의한 월 2회 건강관리서비스 의무제공, 사회복지사와 간호

사 협업체계에 의한 캐어 플랜 작성, 건강보험공단의 모니터링 

기능 강화, 월정액 수가체계 구축이었다.

통합재가급여서비스 시범사업은 재가방문간호의 역할을 기존

의 간호처치의 수준에서 질병 악화 방지와 예방에 초점을 맞춘 

건강관리 서비스로 확대, 의무화하였다. 건강관리서비스는 기초

건강사정, 상담교육, 개인위생관리로 구분되어진다[18]. 기초건

강사정의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대상자의 기본 신체계측, 기초질

병사정, 우울, MMSE-DS (Mini Mental State Examination–
Dementia Screening)와 같은 심리, 정서적 요구 사정, 낙상위험

도와 욕창위험도의 신체상태 확인이다. 상담교육은 약물관리 및 

교육, 영양상태 사정, 식단관리 및 교육으로 구성된다. 약물관리 

및 교육의 경우 약물의 올바른 투여와 보관, 부작용 및 약물 남

용여부 확인 및 교육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다. 영양상태 사정의 

경우 대상자의 신장과 체중 측정, 식사재용에 대한 점검, 영양 

섭취 및 식욕의 변화에 대한 종합적인 사정이며, 식단관리 및 교

육은 영양상태 사정결과에 근거하여 적절한 식단 구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다. 개인위생관리는 구강, 눈, 위, 코 , 피부, 손·손

톱, 발·발톱, 개인위생관리를 말하며, 인지장애 혹은 무의식 대상

자의 구강 내 질병여부 확인과 구강간호를 포함하여 개인위생관

리의 전반적인 건강유지를 위한 서비스를 포함한다. 통합재가급

여서비스 시범사업의 간호처치 영역은[18] 기존의 방문간호 서

비스 내용과 동일한 질병관리, 투석, 영양관리, 배설관리, 신체훈

련 서비스로 구분되어진다. 질병관리의 경우 통증관리, 호흡기간

호, 상처관리, 욕창관리를 포함하며, 배설관리는 배뇨장애, 유치

도뇨관 삽입과 분리, 배변장애를 포함하며, 신체훈련의 경우 관

절구축, 이동장애를 포함한다.

통합재가서비스 시범사업 결과, 대상자 만족도 증가, 효과적인 

건강관리, 요양서비스의 체계화와 같은 성과를 보고하였다[19]. 

반면 서비스 제공기준의 제한으로 인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에는 

한계가 있었으며, 실제 현장에서는 요양보호사들이 선호하는 방

문시간대에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저녁 및 심야시간대

의 서비스 제공 미흡, 건강관리 제공 서비스에 대한 인식 미흡, 

서비스를 담당하는 간호사의 역량에 따른 서비스 질적 수준의 

차이와 같은 한계점을 제시하였다[19]. 

2020년 현재 통합재가급여서비스는 3차의 시범사업 후에도 

본 사업화 되지 못하고 예비사업이란 명명 하에 명맥만 유지하

고 있다. 이는 제도 설계 당시 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 주

야간보호, 복지용구대여가 각각의 분리 독립된 사업으로 설정되

어 노인장기요양 시장 내에서 자발적으로 이를 통합하기에는 사

업자가 이해관계가 충돌하여 격한 시장 저항이 따랐기 때문이

다. 그러나 향후 노인의 삶의 질 향상 및 존엄한 삶과 죽음이라

는 노인장기요양제도의 본질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대

상자 중심의 통합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

를 위해 시장 교란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통합재가급여서비스 사

업을 조속히 본 사업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통합재가서비스 수

가 수준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 추가적인 인센티브 강화에 따른 

서비스 확대의 노력과 함께 다 직종 팀워크에 따른 서비스 제공 

기반 구축, 장기요양기관과 건강보험공단의 협력체계가 선행되

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통합재가급여서비스 모델 내에서 재가

방문간호는 다양한 서비스를 대상자 중심에서 계획, 연계, 조정

하는 사례관리자로서의 역할을 더욱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재가방문간호와 오마하 시스템의 활용

오마하시스템은 대상자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요구를 통합적

으로 사정, 진단할 수 있으며 환경, 심리사회적, 생리적, 건강행

위 영역을 모두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있어 지역사회 중심 재가

간호서비스 개발 모형으로 높은 활용도가 높다[20]. 이러한 오마

하시스템은 네덜란드의 뷔르조크 방문간호에서 방문간호 서비스 

제공과 이의 기록, 사례관리 등의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

다[21]. 뷔르조크는 온라인 오마하시스템을 구축하여 대상자의 

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해 팀 접근 방식을 도입하여 방문간호서

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하였으

며, 축적된 빅데이터는 효율적인 방문간호 서비스 제공을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하고 있다[22].

이와 달리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 방문간호의 범위는 기본간

호, 건강관리, 신체기능관리, 인지기능, 영양관리, 배설 관리, 질

병관리 등의 7개 영역으로 한정되어 있다[21]. 또한 표준장기요

양이용계획서에 제시되는 방문간호의 영역은 상당 부분 병원의 

가정간호에서의 간호 처치 영역으로 국한되어 있어[21] 다양화

되고 있는 대상자의 요구에 적극 대처하기에는 매우 제한적이

다. 이에 오마하시스템을 도입을 통한 우리나라 재가방문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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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개발 및 확대를 위한 방향 모색이 필요하다.

Park 등[21]은 오마하시스템의 문제분류체계를 이용하여 노인

장기요양보험 재가방문간호의 수행도와 필요도 차이를 분석하였

다.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환경영역, 사회심리적 영역, 생리적 

영역, 건강행위 영역의 4가지 영역 중 환경영역에서 수행도와 

필요도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영역의 경우 수입, 이

웃·직장환경 안정에서 수행도와 필요도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는

데, 이는 방문간호의 요구가 점차 대상자 중심 초점에서 대상자

를 둘러싼 주위의 물리적, 사회적, 심리적 환경으로까지 점차적

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에서 인정하는 재가방문간호의 서비스 범위가 확대되어야 하며, 

현재와 같이 7종의 처치 중심이 아닌 재가 거주 노인의 통합적 

건강관리 및 이와 연계된 서비스 영역까지 포괄하는 통합적 방

문간호 서비스 제공 모델로 확대, 진화해 나가야 한다. 오마하시

스템은 지역사회에서 대상자의 다양한 요구를 통합적으로 사정 

진단할 수 있으며, 중재의 결과를 평가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로

써 오마하 시스템을 방문간호에 적용한다면 질 평가, 질 향상, 

대상자의 요구에 부합하는 다양한 방문간호 콘텐츠 개발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이다.

일 재가방문간호센터의 방문간호서비스 제공 사례 

현재 방문 당 수가제로 되어 있는 체제 내에서 재가방문간호 

서비스 확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실제로 대상자에게 어떤 간

호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가에 대한 실증적인 접근은 서비스 개

발 및 영역 확대의 중요한 근거를 마련해 줄 수 있다. 이에 따라 

방문간호사의 재가방문간호 서비스의 내용과 빈도를 파악하기 

위해 일 방문간호센터에의 재가방문간호 서비스 사례를 분석하

였다. 조사 대상은 S시 소재 일 방문간호센터이며, 조사기간은 

2020년 6월부터 9월까지 4개월이었다. 재가방문간호 서비스 내

용은 통합재가급여서비스 시범사업에서 제시한 방문간호 서비스 

목록[12]과 데이컴에 기반한 방문간호사 직무규명[23]에서 제시

한 방문간호활동, 그리고 오마하시스템의 중재체계에 해당하는 

간호활동의 목록을 제시하고, 매월 총 4개월 동안 수행한 간호

활동의 횟수를 자가 기록하게 하였다. 세 가지 유형에 따른 수행

된 재가방문간호 횟수는 빈도,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

하여 분석하였다.

통합재가급여서비스 방문간호 서비스 목록에 의한 분석 결과

에서 평균적으로 1개월 동안 수행된 간호활동 중 건강관리는 

364회(28.6%), 간호처치 247.5회(19.4%), 신체활동지원 157회

(12.3%), 개인위생관리 124.25회(9.7%), 배설관리 96.5회(7.6%), 

신체훈련 92.75회(7.3%), 상담교육 67.5회(5.3%), 기타(근육 통증 

관리 및 아로마 요법) 47회(3.7%), 일상생활지원 30.75회(2.4%), 

영양관리 26.5회(2.1%), 인지활동지원 16.5회(1.3%), 지역사회자

원 연계 4.25회(0.3%)로 나타났다.

데이컴의 직무분석 방법에 기반한 방문간호사 방문간호활동에 

의한 분석 결과, 평균적으로 1개월 동안 수행된 방문간호활동 

중 방문간호서비스 제공은 625.5회(49.5%), 사업소 운영관리 

355.5회(28.1%), 방문간호지원업무 103.2회(8.2%), 대상자 등록 

77.5회(6.1%), 방문간호 홍보 및 마케팅 29회(2.3%), 재정관리 

29회(2.3%), 사례관리 16.25회(1.3%), 인사관리 11회(0.9%), 자

기개발 11회(0.9%), 서비스개선활동 5.5회(0.4%)로 나타났다. 

오마하시스템에 의한 중재체계에 따른 간호활동 분석 결과에

서는 평균적으로 1개월 동안 수행된 4가지 범주 중 교육, 상담 

774.3회(35.3%), 처치 531.8회(24.2%), 감시 284회(12.9%), 사례

관리 81.3회(3.7%)의 순으로 나타났다. 중재체계에 의한 간호활

동 대상의 상위 15개 영역은 재활 176.5회(8.0%), 운동 164회

(7.5%), 신체적 징후 146.5회(6.7%), 대처기술 111.8회(5.1%), 검

사물 수집 102.3회(4.7%), 장 간호 98.3회(4.5%), 피부간호 97회

(4.4%). 해부생리 96회(4.4%), 질병 간호 86.5회(3.9%), 운동 및 

이동 84.8회(3.9%), 인공항문 간호 84회(3.8%), 심장간호 79.5회

(3.6%), 드레싱 교환 73.5회(3.4%), 투약준비 71.3회(3.3%) 순으

<Table 2> Top 20 of Visiting Nursing Activities according to Omaha System (N=2,206)

Categories n (%) Categories  n (%)

Rehabilitation 176.5 (8.0) Ostomy care 84.0 (3.8)

Exercise 164.8 (7.5) Cardiac care 79.5 (3.6)

Physical sign and symptom 146.5 (6.7) Dressing change/ Wound care 73.5 (3.4)

Coping skill 111.8 (5.1) Medication set-up 71.3 (3.3)

Specimen collection 102.3 (4.7) Bladder care 70.8 (3.2)

Bowel care 98.3 (4.5) Medication/ Coordination 56.0 (2.6)

Skin care 97.0 (4.4) Dietary management 52.0 (2.4)

Anatomy/ Physiology 96.0 (4.4) Positioning 40.0 (1.8)

Sickness/ Injury care 86.5 (3.9) Gait training 37.5 (1.7)

Mobility/ Transfer care 84.8 (3.9) Nutrition care 36.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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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타났다(Table 2). 

현재 노인장기요양방문간호의 범위는 기본간호, 건강관리, 신

체기능관리, 인지기능, 영양관리, 배설관리, 질병관리 등의 7가지 

영역에 국한되어 있다[5]. 그러나 일 방문간호센터의 방문간호활

동 수행 빈도 분석 결과에 나타난 바와 같이 실제 노인장기요양 

재가방문간호에서는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제시되어 있는 

치료적 간호 영역 외에 다양함 범위의 간호활동을 수행하고 있

음이 확인되었다. 또한 통합재가급여서비스 활동 분석에 있어 

건강관리 영역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은 처치 중심에서 예방

서비스가 가능한 대상자의 간호요구를 중시하고 증상이 없는 대

상자에게도 예방을 위한 방문간호서비스로 확대되고 있음을 시

사하고 있다. 기타의 영역에서 근육통을 위한 아로마 마사지와 

같은 대상자의 요구에 부합하기 위한 세부적인 재활간호 중심의 

방문간호 서비스가 수행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요구가 파악되었다.

데이컴에 의한 방문간호활동 분석 결과에서는 방문간호서비스 

제공 외에 사업소 운영관리, 방문간호지원 업무, 방문간호 홍모 

및 마케팅, 서비스 개선 활동과 같은 방문간호센터 운영과 관련

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다수의 방문

간호센터는 센터장 포함 간호사 2인이라는 최소 인원으로 운영

되고 있는 현 상황을 고려할 때[12], 방문간호의 안정적 공급과 

질 높은 방문간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센터 운영 및 직원 관리

와 같은 행정 업무에 대한 수가 청구 지원이 확대되어야 할 필

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오마하 중재에 의한 방문간호활동 분석 결과에서는 교육, 상

담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통합재가급여활동 분석에서 

건강관리 영역의 비중이 높은 것과 유사하였다. Hwang과 Park 

[24]의 노인장기요양 방문간호 현황 및 추이 분석 연구에서 제

시한 바와 같이 2010년부터 지속적으로 1, 2등급의 방문간호 서

비스 비율이 감소하고 있는 것과 3, 4, 5등급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연구결과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재활 운

동 등의 수행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고령 노인대

상자의 신체 기능 향상에 따른 대상자의 잔존 능력 향상의 요구

도에 부합하여 필요한 서비스가 수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

었다. 따라서 대상자의 건강수준과 요구도에 따라 수행 빈도가 

높으며, 자주 발생하는 간호서비스에 대하여 범위를 확대하고 

이에 대한 수가 보상 기준이 시급히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방문간호 서비스 분석의 세 개 유형에서 사례관리는 필요도와 

중요도에서 모두 수행 빈도가 낮게 나타나는 공통점을 보였다. 

이는 사례관리 자체가 수가로 인정되지 않는 제도적 한계점 때

문으로 사료되며, 향후 사례관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연속적

이며 통합적인 돌봄에 대한 중요성을 감안해야 한다면 사례관리 

기능과 역할은 지속적으로 개발,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Byun [1]의 방문간호에 대한 포커스 그룹 연구에서 방문간호 대

상자의 대부분은 집에서 임종을 원하며, 임종 순간 방문간호사

의 방문 요구와 임종 후 장례절차를 안내하는 등의 간호 수행이 

필요하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임종을 포함한 말기 돌봄에 대

한 재가방문간호 서비스 개발과 서비스 제공자의 말기 돌봄을 

위한 실무능력의 함양이 요구된다. 

치매 진단자의 급격한 증가를 고려하여 치매 대상자의 치매 

진행 단계에 따른 개별화된 재가방문간호 콘텐츠의 개발도 요구

된다. 방문간호 요구가 점차적으로 복잡, 다양화 되고 있으며, 

이러한 대상자의 요구에 대한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재가

방문간호 서비스 개발과 이를 뒷받침할 전문적인 실무능력 향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결   론

급속하게 증가하는 노인인구가 지역사회 내에서 여생을 마감

할 때까지 인간으로서의 존엄함과 삶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생의 마감까지 함께하며 찾아가는 건강관리 서비스 체계가 마

련되지 않으면 이를 실현하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여기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커뮤니티 케어와 노인장기요양 통합재가

급여서비스 사업의 성공을 위한 중심에 재가방문간호가 있다. 

따라서 재가방문간호의 역할 확대와 활성화는 우리 사회가 풀어

야 할 중요한 보건 이슈 중 하나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초기의 재가방문간호 서비스는 처치 

중심의 의료기관 가정간호 서비스가 모델이 되었다. 그러나 이

후 10년의 세월 동안 방문간호 서비스는 실제 가정에 있는 대상

자를 직접 만나면서 대상자의 건강 요구에 따라 교육과 훈련, 상

담, 재활, 그리고 사례관리가 중심이 되는 지역사회형 방문간호

로 주요 서비스 내용이 진화, 발전해 왔다. 이는 본 연구에서 살

펴본 오마하시스템에 따른 일 재가방문간호센터의 방문간호 서

비스 분석을 통해 재확인할 수 있었다. 왜냐하면 재가방문간호

는 질병관리 혹은 치료 목적의 단기적인 서비스 제공이 아니라 

대상자의 삶의 여정을 함께 하면서 삶의 종점에 이르기까지 점

차 거동이 불편해지고 혼자 스스로 일상생활을 영위가 제한되고 

건강관리가 어려워지는 인간을 향한 토탈케어서비스(total care 

services)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노인장기요양 재가방문간호는 대상자의 임종 시

점까지 장기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건강과 일상생활 그리고 존

엄한 삶을 위한 인권의 영역까지 모두 아우르는 지역사회 중심 

통합사례관리의 중심으로 그 역할이 거듭나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표준 장기요양 이용계획서의 개선을 통해 실질적

으로 대상자가 필요로 하는 종합적인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훈련, 상담 등을 포함하여 방문간호 서비스 

제공 범위를 확대한다. 이에 따라 수가의 인정 범위를 확대하여

야 하며, 이를 위해 치료 중심의 관점에서 벗어나 예방과 재활, 

삶의 질이 유지되는 일상생활의 영위, 노인에게 보장되어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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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사회적 상호작용과 인권의 보호 등 커뮤니티 케어의 정신을 

실현할 수 있는 실제적인 제도 개선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 방문 당 통합수가로 운영되고 있는데, 여기에는 방문

간호 행위 수가 외에 재료비와 사업소 운영비가 모두 포괄된 형

태로 되어 있어 방문간호센터 경영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따라서 향후 의료기관 가정간호와 같이 재료비 수가 분리

와 함께 사업소 운영비를 반영한 방문수가 인상이 필요하다. 아

울러 본 연구를 통해 확인한 오마하시스템 중재 영역의 다양한 

재가방문간호 서비스의 수가화와 일 재가방문간호센터 운영 사

례에서 확인한 사례관리, 센터 운영과 같은 행정 서비스의 수가

화 등이 향후 노인장기요양 재가방문간호 서비스 확대를 위한 

출발점이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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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ansion Strategy of Home Visit Nursing Services of 
Long-Term Care Insurance*

Lim, Ji Young1) ‧ Kim, Juhang2)

1)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Inha University 
2)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Far East University

Purpose: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possible ways to expand the services of home-visit nursing through a 
review of the progress, achievements, and obstacles of home-visit nursing; a pilot project of an integrated 
home-service; the application of the Omaha System; as well as a case analysis of providing home-visit nursing 
services. Method: An integrated review was conducted using various source materials, including laws, previous 
studies, and a case analysis. Results: In case analysis of providing visiting nursing service, rehabilitation nursing, 
end-of-life nursing, and dementia care showed high nursing needs. It was necessary that the various home visit 
nursing services in the intervention area of the Omaha System, administrative services, case management, and 
center operation activities were all included in the payment systems of long-term care insurance. Conclusion: In 
the future, home visit nursing services of long-term care insurance should be reborn in the form of a center for 
integrated case management in the community, which would set long-term goals until the time of a client’s death 
and encompass the realm of human rights for health, quality of daily life, and a dignity of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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