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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is the study on the current status and system of the elderly medical and welfare facilities with the subjects in Busan. I

investigated the problems related to those by analysing the current status and implementing a survey and then suggested a new

facility system as a salvation. At present, the elderly medical and welfare facilities can not receive variety of inmates and also

they are operated separatedly so the elderly is not able to receive special treatment and nursing at the same time in one facility.

Some nursing facilities can give special treatment by connecting specific hospital when it is necessary, but the connection is not

activated than our expectancy at the present. On the base of these problems, this study suggested ‘one-stop service system’ that

can afford to give nursing and special treatment in a place ranging wider areas as the solution. The five types of facility system

by integrating the results of survey are as followings. 1) Free special nursing facility + The geriatric hospital. 2) The profit spe-

cial nursing facility + The geriatric hospital. 3) The geriatric hospital + The hospital rooms with silver town residence type. 4)

The actual expense special nursing facility + The geriatric hospital + The hospital rooms with silver town residence type. 5)

The geriatric hospital + The residential welfare service. It seems that the preparation for the elderly is urgent when considering

the facilities related to those are not special any more because every one is supposed to use them some day. The kinds and the

degree of elderly’s diseases will be more duplicated and significant afterwards. Therefore it is expected that more various and

specialized facilities are to be requi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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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이 논문은 노인의료복지시설의 현황과 시설체계에 관한 논문으로 부산시를 대상으로 하였다. 현황 분석과 설문조사을 통해

그에 따른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결방안으로 새로운 유형의 시설체계를 제시하였다. 현재 노인의료복지시설들은 입소대상자

들을 다양하게 수용하고 있지 못하며, 각각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한 시설 안에서 전문적인 치료와 요양을 동시에 할

수 없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토대로 본 논문에서는 그 해결방안으로 좀 더 넓은 범위에 걸쳐서 한 장소에서 요양과 전문적

인 치료가 가능한 ‘one-stop service system’ 체계를 제언하였다. 설문조사 결과들을 종합하여, 구상한 5가지 유형의 시설체

계는 다음과 같다. 1) 무료전문요양시설 + 노인전문병원, 2) 유료전문요양시설 + 노인전문병, 3) 노인전문병원 + 실버타운

주거공간 형식의 입원실, 4) 실비전문요양시설 + 노인전문병원 + 실버타운 주거공간 형식의 입원실, 5) 노인전문병원 + 재

가복지서비스. 노인관련시설은 더 이상 특수한 시설이 아니라, 누구든 언젠가는 이용 하게 될 시설이라는 점에 착안할 때,

그에 대한 대책 마련은 시급하다고 생각된다. 앞으로 노인의 질환의 종류 및 정도가 보다 중복, 중대화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보다 다양하고 전문화된 시설이 요구될 것으로 예상된다

핵심용어 : 노인의료, 복지시설, 실태분석, 원스톱서비스, 시설체계, 이용행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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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급속한 산업화와 과학의 발달에 따라 인류는 점차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였다. 우리나라 또한 예외가 아니어서 현재 우

리나라 노인인구 증가 속도는 미국, 일본, 프랑스 등 선진국

과 비교하여 볼 때 고령화 속도가 매우 빠른 편이다. 현재

의 고령화 추세가 지속될 경우, 한국은 2050년경 노인 인구

비율이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를 전망이다.1) 의료계도 입원환

자의 절반이 노인이고, 노인들의 의료시설이용과 의료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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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격한 증가가 예측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과 그에 적합한 시설 등의 개발이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현재 거의 모든 노인 의료서비스가 일반병

원을 중심으로 운영되어지고 있는데 이는 노인질환 관리의

효과를 감소시키고 있을 뿐 아니라 의료비의 잘못된 지출을

초래시키고 있다. 이것은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치료 및 요

양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데서 생긴 결과로, 현재 양로원

은 물론 간병이 필요한 노인들을 관리하는 요양원까지도 기

본적인 의료시설과 인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노인들이 질병치료를 위해 보편적으로 이용하는

일반의료체계 또한 노인 전문병원이나 장기입원, 너싱 홈

(Nursing Home) 등의 구분 없이 일반병원에서 다른 환자와

마찬가지로 관리되고 있다. 따라서 노인들을 위한 기요양시

설, 너싱 홈 등 노인들을 위한 특별 의료시설들이 설립되고,

지역의 보건의료체계와 연계해서 이들을 돌볼 수 있는 새로

운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현재의 노인과

관련된 의료체계나 요양시설은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시설

과 서비스를 충분히 공급해 주지 못하고 있다.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비용이 더 많이 부과

되고 있어 이용자들은 이중으로 불편을 겪고 있다. 이러한

물리적인 서비스와 경제적 문제점 이외에도 입지적 문제로

인한 불편함 또한 문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하

여 더욱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노인복지시설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좀 더 구체적인 목적으

로는 현재 부산시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유형별 현황을 분석

하고 구·군별 분포와 문제점 고찰을 토대로 부산시 노인의

료복지시설의 시설체계를 분석·정리하여 종합적인 구상방안

을 제시함으로서 향후 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계획에 관

한 연구 등에 있어서 기초로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위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부산시 노인 의료복지시설의 유

형별 현황을 파악하고, 구·군별 분포에 따른 문제점을 토

대로 유형별 시설체계의 종합적 구상방안을 제시한다는 연

구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수행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

성되어진다. 우선, 노인복지시설은 노인주거복지 시설, 노인

의료복지 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제가노인복지시설 등으로

구분되며, 이 중 노인의료복지시설은 크게 의료수준과 기능

에 따라 요양시설, 전문요양시설, 노인전문병원의 3단계로 구

분되어진다. 또한 요양시설의 경우 비용부담을 기준으로 노

인요양시설, 실비노인요양시설, 유료노인요양시설 등으로 나

누어지며 전문요양시설의 경우 무료노인전문요양시설, 노인

전문요양시설, 유로노인전문요양시설 등으로 구분2)된다.

본 연구에서는 그 중 가장 수요가 많은 요양시설, 전문요

양시설, 노인전문병원 등의 노인 의료복지 시설에 한정하여

조사를 실시하였고, 지역적 범위는 부산시를 대상으로 하였

다. 또한 내용적 범위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유형별 특성과

지역적 분포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부

산시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유형별 시설체계의 종합적 구상

및 향후 발전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에 따른 본 연

구의 상세한 흐름은 다음과 같다.

서론에서는 본 연구의 목적과 배경 및 방법을 설명하고

그에 따른 선행연구들의 동향을 살펴보았다. 본론에서는 우

선 노인의료복지시설의 개요 및 유형별 시설의 개요에 관하

여 고찰하고, 노인의료복지정책 및 시설의 현황에 관한 이론

적인 고찰을 하였다. 다음은 부산시의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유형별 현황을 조사·분석하고, 노인의료복지시설의 구·군

별 분포를 조사한 뒤 문제점들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부산시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유형별 현황을 기준으로 하여 시설체계

를 분석하였고, 여기에서 결론적으로 나타난 지역 분포의 문

제점들과 시설 이용 경험자와 비경험자들을 대상으로 실시

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새로운 유형별 시설체계의 종합

적인 구상방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결론에서는 이상에

서 살펴본 내용들에 대한 요약·정리를 통하여 향후 부산시

노인의료복지시설이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시하였다.

1.3 선행연구

1.3.1 노인복지시설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시설은 그 시설체계분석도 상에서 가장 상위개념

으로서 이에 관련된논문들에서는 포괄적인 연구들이 선행되

어왔다. 먼저, 조주영(2005)은 노인복지시설의 공간프로그램

과 비교 고찰에 관한 연구에서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시설들

에 대한 현황분석을 통하여 나타는 문제점들을 중심으로 그

개선방안에 대해 정리, 제시하였다. 주로 시설 수의 부족과

지역적 편중, 시설 서비스 수준의 부실, 시설 직원 수의 부

족과 비전문성에 따른 문제점들을 노인복지시설의 문제점에

대한 결과적 원인으로 제시하였다. 이은택(1985)은 우리나라

노인복지 시설의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에서 앞선 연구들과

비슷한 유형으로 결론을 이끌었으나 그에 추가적으로 시설

이용자들의 심리적인 면이나 시설에 대한 일반인들의 부정

적인 인식 또한 노인복지시설의 또 다른 문제점으로 제시하

고 있다. 그에 따른, 개선방안으로는 노인복지시설의 기능 재

정립과 시설보호 수준의 향상 및 종사자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 훈련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노인복지시설의 사회화 도

모와 시설거주노인의 권리를 법적으로 명분화해야 한다는 노

인인권보호를 위한 노력을 개선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1.3.2 노인 주거복지시설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시설의 하위개념들 중 노인의료복지시실과 동등한

분류상에 있는 노인주거복지시설에 관한 연구는 노인복지시

설에만 국한된 연구들 보다는 좀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연

구이다. 김귀례(2006)는 한국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실태와 개

선방안에 관한 연구에서 노인의 장기적인 요양과 보호를 위

해서는 무엇보다도 노인주거복지시설이 가장 적합한 시설이

라는 것을 전제로 연구하였다. 그에 따라, 우리나라노인주거

복지시설의 실태에 관한 분석을 통해 그 시설의 확충과 시

설운영의 개선, 법과 제도의 개선 및 사회적 인식의 변화를

개선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재

가복지의 확충을 통한 거주자의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가능

1) 보건복지부,「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방향」, p.1.

2) 유영민, 양내원,「우리나라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유형과 시설

현황에 관한 연구」, 한국의료복지시설학회, 1998, p.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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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설입소를 억제해 나가야 한다고 결론짓고 있다.

1.3.3 종합적인 시설체계 도입을 통한 개선방안 제시에 관

한 연구

노인복지시설에 관한 많은 연구들을 살펴본 결과 기존의

독립적인 노인복지관련 시설들에서는 많은 단점들이 나타났

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연숙(2007) 일본의 노인종합복지

관 성공사례의 환경지원성 분석 연구에서 이러한 문제점들

을 보완한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여 새로운 종합적인 시설

체계의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에 우리나라보다

앞서 고령사회를 맞이한 일본의 성공적인 노인종합복지관의

사례를 들고 있다. 연구대상지는 내리마 구립 토요타마 고령

자 센터로서 이 시설의 분석을 통해서 질적으로 발전해야

할 우리나라 노인복지개발에 도움이 되는 자료가 되고자 하

였다. 현장 방문 형식으로 진행된 사례연구를 통한 연구 결

과들을 분석, 정리한 결과 사례에서 본 노인종합복지관은 다

양한 측면의 지원성을 고루 지니고 있었다. 또한, 보다 자발

적인 참여와 사회적 교류를 도모하는 열린 공간의 형태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에 따라, 우리나라도 이러한 사례를

통해서 본 장점들을 접목시켜 보다 나은 노인종합복지관 형

태의 노인관련 시설들의 확충에 힘써야 한다고 결론짓고 있

다. 권현호(2001)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체계들을 분석

하여 그것들의 공간구성에 관하여 연구하였다. 노인복지시설

들은 다른 시설들과는 달리 연계체계가 필요함에도 불구하

고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의료복지 시설들은 그 연계체계가

매우 원활하지 못한 실정이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서는 이들 시설을 일정지역에 복합화 시키는 시도도 필요하

다고 제시하고 있다. 그러한 시도들을 통해 노인복지시설의

보다 다양하고 전문화된 시설이 요구될 것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하고 있다.

2. 본 론

2.1 노인복지시설체계의 분류

노인의료복지시설이라 함은 노인복지법상의 용어로서 노인

요양시설과 노인전문병원을 지칭한다. 1997년 8월 전면 개

정된 노인복지법(3차 개정)에 의해 이들 시설들은 입소 노인

의 경제적 비용 부담능력에 따라 무료, 실비, 유료시설로 분

류되었다. 또한, 환자의 건강정도와 질병에 따라 요양시설,

전문요양시설, 노인전문병원으로 세분되어 있다. 노인복지시

설 및 노인의료복지시설의 분류체계는 표 1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2.2 유형별 시설의 개요

요양시설은 입소 비용 및 입소 대상자에 따라서 노인요양

시설, 실비노인요양 시설, 유료노인요양시설로 세분되어 진

다. 노인요양시설은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운영되는 시

설로써 급식 및 요양 등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적 편

의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생활보장 대상노인 또는 저소득

노인으로서 노인성질환등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를 대

상으로 하고 있다. 실비노인요양시설은 저렴한 요금으로 노

인을 입소시켜 급식, 요양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이 시설의 입소대상자는 실비 보호대상자로

서 노인성질환 등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65세 이상의 노

인에 한하고 있다. 유로노인요양시설은 노인성 질환 등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60세 이상의 노인들을 입소시켜 급식,

요양등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이에 소요

되는 일체의 비용을 입소한 자로부터 수납하여 운영하는 시

설을 말한다.

2.2.1 전문요양시설

노인전문요양시설의 규모는 입소정원 10인 이상이며, 구비

시설로는 노인요양시설의 조건 외에 일광욕실과 경비실을 추

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시설의 기준은 대체적으로 노인요

양시설과 비슷하지만 거실(요양실)의 면적을 1인당 6.6 이상

확보해야 한다는 점, 치매노인의 배회를 위한 배회용 거실을

두어야 한다는 점, 계단, 주방 또는 외부로 연결되는 출입문

에 잠금 장치를 해야 한다는 점 등이 강화되었다. 직원의

배치기준에 있어서도 생활지도원은 입소자 3인당 1인 이상,

간호사는 입소자 20인당 1인 이상 그리고 관리인(입소자 50

인 이상) 등을 확보하여야 되므로 노인요양시설에 비하여 강

화된 내용을 보여준다(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 전문요

양시설은 일반 요양시설과는 달리 치매 등 중증의 질환 노

인들을 주로 대상으로 하고 있는 시설로서 노인전문요양시

설과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로 세분되고 있다. 노인전문요양

시설은 생활보장 대상노인 또는 저소득 노인으로서 치매, 중

풍 등 중증 노인성질환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를 대상

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노인들을 입소시켜 무료 또는 저렴

한 요금으로 급식 및 요양 등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

를 제공하는 것을 설치목적으로 하고 있다.

2.2.2 노인전문병원

노인전문병원은 노인성질환으로 치료 및 요양을 필요로 하

는 자 또는 임종을 앞둔 환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 시

설은 이러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의료를 행하는 시설로써 의

표 1. 노인복지시설체계의 분류

노인복시
시설

구 분 종 류

노인주거
복지시설

양로시설

 양로시설

 실비시설

 유료양로시설

노인복지주택
 실비노인복지주택

 유료노인복지주택

노인의료
복지시설

요양시설

 노인요양시설

 실비노인요양시설

 유료노인요양시설

전문요양시설
 노인전문요양시설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노인전문병원

노인여가
복지시설

 노인복지회관, 경로당, 
노인교실, 노인휴양소

재가노인
복지시설

 가정봉사원파견시설, 
주간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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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법에 의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에 한하여 시.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2.3 노인의료복지시설의 현황

2008년 초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의료복지서설 현황은 총

898개소에 41,296명의 노인이 입소하여 생활하고 있다. 무료

요양 174개, 실비요양 260개, 유료요양 103개, 무료전문요양

184개, 실비전문요양 24개, 유료전문요양 70개, 노인전문병

원 83개가 전국에 걸쳐 설치되어있다. 노인전문병원의 경우

에는 10여 년 전 97년 통계에 따르면 전국에 걸쳐 한 곳도

설치되어 있지 않았던 점에 비하여 현재 72개의 전문병원이

설치, 운영되고 있다.

민간이 운영하고 있는 시설들까지 모두 포함한다면 그 수

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서술하였듯이 우리나라의

경우 2000년에 노인인구의 비율이 7.3%를 기록하여 고령사

회에 진입하였고, 2018년에는 노인인구의 비율이 14%를 넘

는 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예측되며, 2026년에는 20%를 넘

어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이 예상되고 있다. 그러한 만큼

지금의 노인복지시설 및 노인의료복지시설의 현황을 좀 더

정확히 파악하고 그 문제점을 찾아내 고령화 사회에서 일어

날 수 있는 시설들과 관련된 문제점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비해야 한다.

3. 부산광역시 노인의료복지시설 현황 및 공간구성

노인복지시설의 전국적인 분포 현황을 서울, 부산, 대전,

대구, 충남 등 16개 시를 대상으로 분석해 본 결과 부산의

무료시설은 설치 개수 면에서 서울, 경기, 경북, 경남에 이

어 전국 순위 5위를 기록하고 있었다. 실비시설과 유료시설

은 16개 시, 도 중에서 13위에 이르는 등 미흡한 실정을

보이고 있었으며 입소율은 평균 73.9%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었다. 또한 노인의료복지시설에 한해서만 분석해본 결과

부산시의 무료, 유료 노인요양시설은 총 40개소, 노인전문병

원시설은 총 69개소가 분포하고 있었다. 노인전문병원의 경

우에는 공립 시설 2개소와 개인 및 의료법인 등에서 운영하

는 67개의 시설들이 설립되어 있었다.

부산시에서는 노인 인구 증가에 따른 치매, 중풍 등 노인

성 질환자 급증에 대비하여 노인 의료 인프라 구축을 위해

권역별로 1곳씩 시립 노인전문병원 건립하여 2010년까지 총

5개의 노인전문병원을 설치, 운영 할 예정이다. 그에 따라

2005년부터 북구 만덕동에는 200병상 규모의 ‘부산노인전문

제1병원’이 진료를 해오고 있으며, 2007년 10월부터는 부산

의료원 내에 ‘제2병원’이 진료를 시작하였다. 또한 현재 해

운대구 우동에 ‘제3병원’ 건립이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분

석과 그에 관련된 설문조사를 통해 나타난 결과, 노인전문병

원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 유형들 중에서 특정 유형만이 집

중적으로 설치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3.1 부산시 노인의료복지시설의 구,군별 분포와 문제점

본 절에서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이 부산시에 분포하고 있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의 현황 조사를 통해 나타난 문제점을 분

석하였고, 각 구, 군별 분포 현황 조사에 따른 접근성의 문제

점을 분석하였다. 또한, 14개의 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보유율과 시설 이용률이 높은 편에 속하는 금정구, 수영구와

보유율이 낮은 서구를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3.1.1 부산시 분포 현황

전체적인 분포 현황을 조사해본 결과 금정구가 시설 보유

16개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이어 사하구 12개, 수영구 10

개의 시설을 보유하고 있었다. 금정구는 무료요양시설과 무

료전문요양시설, 실비요양시설, 실비전문요양시설을 각각 골

고루 보유하고 있었고, 그 중에서도 무료요양시설의 보유율

이 가장 높았다. 금정구에는 무료요양 시설들이 많이 설치,

운영되고 있었는데, 금정구 내의 시설들은 대부분 설립 된지

오래된 시설들로서 6.25전쟁을 전후로 설립된 시설들이다. 그

때 당시 금정구는 외곽지역에 속하였고 영세주민들의 거주율

이 높았으며, 전쟁의 피해로 인한 독거노인의 비율이 높았다.

이에 국가에서는 이러한 요인들과 자연 환경이 요양하기에 적

합하다는 이유로 현재의 식물원 근처에 노인무료요양 관련시

설들을 집중 설치하여 입소자를 수용하기 시작하였다. 부산시

의 노인요양시설 구,군별 현황을 표 4에 제시한다.

이와 같은 전체적인 분포 현황을 조사 해본 결과 나타난

문제점은 크게 두 가지였는데, 시설이 시 전체에 걸쳐서 고

르게 분포되어 있지 않다는 점과 현재 설치되어 있는 일부

시설들의 위치가 시설 특성과 연관 지어 볼 때 적합하지 않

다는 점이다.

표 2. 노인의료복지시설 현황(2008)

시설

무료노인
요양시설

실비노인
요양시설

유료노인
요양시설

무료노인
전문요양시설

실비노인
전문요양시설

유료노인
전문요양시설

노인전문병원

시설수 이용자수 시설수 이용자수 시설수 이용자수 시설수 이용자수 시설수 이용자수 시설수 이용자수 시설수 이용자수

서울 11 799 4 150 13 217 17 1,246 9 716 18 337 - 6

부산 13 972 4 175 5 52 14 927 6 173 - - - 2

대구 7 376 4 120 - - 12 715 3 182 - - - 2

대전 2 182 7 204 2 13 7 565 5 147 2 14 9 1

※자료 : 보건복지부,「노인주거복지시설 및 노인의료복시시설현황」, 2008

표 3. 노인인구 및 비율

구 분 1990년 2000년 2006년 2018년 2026년

총인구 4,287 4,701 4,850 4,993 4,977

노인인구 220 340 460 716 1,036

비율(%) 5.1 7.2 9.5 14.3 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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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불균형적인 분포에 따른 접근성의 문제점

노인과 관련된 시설들은 그 이용자의 특성상 어느 곳에서

든 접근이 용이하고 넓은 범위 안에서 고르게 분포되어 있

어야 한다. 하지만 부산시처럼 한 두 곳에만 시설이 밀집

설치되어 있다면 시설이 입지해 있지 않은 구의 주민들은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서 불편을 겪게 될 것이다. 또한 한정

된 시설이 포화상태가 되었을 경우에 그에 따른 2차적인 문

제 또한 발생하게 될 것이다.

3.1.3 시설의 위치 선정에 따른 문제점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의 특성상 평지가 아닌 경사지

에 위치 할 경우 이용자들은 불편을 겪게 될 것이다. 앞서

언급한 금정구 장전동의애광원같은 경우에는 현재 경사가 진

높은 지대에 위치하고 있었다. 부산지역의 지형 특성상 구릉

지가 많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그 시설을 이용하는 대상이

노인이라는 점을 생각해 볼 때 그 입지지의 선정에는 문제

점이 따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3.2 구,군별 분포 현황에 따른 분석

각 구, 군별 분포 현황을 통해서 각 시설로의 접근성을

분석해 보았다. 접근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시설로 이동시 지

하철을 이용할 경우를 기준으로 조사하였다.

금정구에서는 총 16개의 시설 중에서 8개의 시설이 장전2

동에 입지하고 있었다. 이 시설들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지하철역 부산대학교앞역과 온천장역까지의 거리와 도

보 시간을 알아본 결과, 부산대학교앞역까지의 거리는 총

793m정도로 일반성인의 도보 기준으로 12분이 소요되는 것

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온천장역까지의 거리는 총 673m이

며, 도보로는 10분이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청룡동에

위치하고 있는 실비요양시설은 인근의 범어사역과 노포동역

까지 각각 601m, 819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도보

역시 평균 10분이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이

일반 성인의 도보수준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와 비교해 볼

때 병약한 노인들이 이동 다른 구의 경우에도 이와 같은 문

제점이 있었다. 부산시에서 유료요양시설을 가장 많이 확보

하고 있는 수영구의 경우에도 거리와 소요시간을 조사해 보

았을 때 접근성이 좋은 편에 속하지는 않았다. 이곳은 다른

곳과는 달리 망미역과 배산역, 연산동역, 수영역, 광안역, 금

련산역 등 지하철 1, 2, 3호선 모두를 이용할 수 있는 장점

이 있었다. 하지만 연산동에서 접근할 경우 거리상으로는무

려 2.17km, 도보로는 32분이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자가 운행이 아닌 대중교통(지하철)을 이용할 경우에는

많은 불편함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었다. 또한 지하철

연산동역을 이용하여 도보로 이동할 경우에는 큰 도로를 따

라 걸어야 해서 그에 따른 위험 부담도 있는 것으로 조사되

었다. 할 경우에는 접근에 있어서 더 큰 불편을 겪을 것이

예상되었다.

표 4. 부산시 노인요양시설 구,군별 현황

무료 요양
무료
전문요양

실비 요양
실비
전문요양

유료 요양
유료
전문요양

노인
전문병원

합 계

서 구 - 2 - 1 - - 1 4

동 구 1 - - - - - 4 5

영도구 1 1 - - - - - 2

부산진구 - - - - 1 - 9 10

동래구 1 1 - - - - - 2

남 구 - - - - 1 - 4 5

북 구 1 1 - - - - 6 8

해운대구 - 1 - - - - 8 9

사하구 2 1 - 1 - - 8 12

금정구 3 3 1 1 - - 8 16

연제구 - 1 - - - - 7 8

수영구 1 - 1 - 5 - 3 10

사상구 2 1 - 1 - - 7 11

기장군 - 1 - 2 - - 4 7

합 계 12 13 2 6 7 0 69 109

그림 1. 부산시 노인의료 복지시설 구·군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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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구의 경우에도 이와 같은 문제점이 있었다. 부산시

에서 유료요양시설을 가장 많이 확보하고 있는 수영구의

경우에도 거리와 소요시간을 조사해 보았을 때 접근성이

좋은 편에 속하지는 않았다. 이곳은 다른 곳과는 달리 망

미역과 배산역, 연산동역, 수영역, 광안역, 금련산역 등 지

하철 1, 2, 3호선 모두를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다.

하지만 연산동에서 접근할 경우 거리상으로는 무려

2.17km, 도보로는 32분이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자가 운행이 아닌 대중교통(지하철)을 이용할 경우에는 많

은 불편함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었다. 또한 지하철

연산동역을 이용하여 도보로 이동할 경우에는 큰 도로를

따라 걸어야 해서 그에 따른 위험 부담도 있는 것으로 조

사되었다.

사상구의 경우에는 주례동에 위치하고 있는 무료요양시설

인 윤금요양원의 경우에는 주례역에서 도보 5분 거리의 단

거리 이동이 가능한 곳에 입지하고 있었다. 학장동에 위치하

고 있는 실비전문요양원인구덕실버센터는 인근의 주례역을

이용할 경우 거리상으로는 2.16km, 도보로는 34분이 소요

될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이 시설의 경우에는 그 인근에

‘부산시립정신병원’이 함께 입지하고 있어서 접근성의 문제

이외에도 주변 환경에 의한 부정적 인식에 대한 문제 또한

예상되고 있었다. 설문조사 결과 입소 시설에 관한 인식에

대하여 시설 비이용자들 중 응답자의 45%가 ‘나쁘다’라고

응답하고, 5%의 응답자는 ‘매우 나쁘다’라고 응답한 것으로

보아 시설을 직접 이용해 보지 않은 대다수의 사람들에게는

아직까지 입소 시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강한 것을 알

수 있었다.

4. 노인의료복지 시설의 체계분석

과거 노인의료복지시설은 주로 저소득층의 의료문제를 해

결하고 부양가족이 없는 노인들을 위한 요양시설의 수준에

지나지 않았다. 하지만 1990년대 이후부터 삶의 질이 높아

지고 노인층의 소득 수준 또한 향상되면서 기존의 저소득층

들만을 위한 시설이 아니라 더 많은 기능과 전문적인 치료

를 요구하는 기관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또한, 노인성 질

환 또한 다양화 되고 그 치료도 장기화 되면서 전문성이 더

욱 요구되고 있다. 그에 따라, 과거 양로원시설에서 일반적

인 수준의 진료 시설을 추가한 것으로는 이러한 변화에 대

응할 수 없게 되었다. 즉, 노인의료복지시설 체계의 전반적

인 재검토가 요구되고 있다. 본 장에서는 부산시 노인의료복

지시설의 유형별 현황을 통한 시설체계를 분석하고 그 결과

와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새로운 유형의 시설체계를 구상

해 보고자 하였다.

4.1 부산시 노인의료복지 시설의 유형별 현황을 통한 시

설체계의 분석

본 절에서는 부산시에 입지하고 있는 시설들 중에서 노인

의료복지시설의 시설체계에 속하는 시설을 각각 선정하여 그

시설체계 및 운영 프로그램을 비교 분석하였다. 그리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기존의 시설체계들은 종합 분석하였다.

4.1.1 유형별 시설 사례를 통한 시설체계 비교

동래요양원은 1956년 6월 20일 설립된 무료요양시설로써

현재 금정구 장전2동에 위치하고 있다. 이 시설은 70개의

병상을 보유하고 있다. 프로그램은 크게 기본 생활 서비스와

의료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었다. 생활 서비스는 주1회 실시

하는 목욕서비스와, 월 1회로 실시하는 미용서비스, 피복지

급 서비스, 침구 관리 서비스 등 기본적인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었다. 의료 서비스로는 입소시 실시하

는 건강 체크와, 연1회 실시하는 정기건강검진, 각종 예방접

종, 촉탁의 진료, 물리치료 등을 설치하고 있었다.

금정구의 금정실비노인요양원은 1997년 11월 20일 설립된

실비요양시설로써 84명을 정원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이 시

설 또한 금정구에 위치하고 있는 시설이다. 이 시설에서 현

그림 2. 금정구에 입지한 시설들의 분포와 지하철과의 접근도

그림 3. 수정구에 입지한 시설들의 분포와 지하철과의 접근도

그림 4. 사상구에 입지한 시설들의 분포와 지하철과의 접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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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실시하고 있는 서비스는 크게 기본 생활 서비스, 의료

서비스, 사회 서비스로 나누어져 있었다. 기본 생활 서비스

는 무료요양시설과 같은 서비스들이 기본적으로 실시되고 있

었고, 추가 사항으로는 당뇨병이나 특이 질환자들을 위한 특

이식이 일반식과 나뉘어 공급되고 있었다. 의료 서비스는 무

료요양시설에서 실시되고 있는 사항과 비슷한 프로그램들이

실시되고 있었다. 사회 서비스에는 무료요양시설에서 일상생

활의 프로그램 정도에 속해있던 각종 미술, 음악 치료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와 같이, 각 실례를 대상으로 분석해 본 결과 3장에서

도 언급한 바와 같이 유료시설이 무료나 전문병원에 비해

서비스 질이나 공급 면에서 미흡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각 시설체계에 따라서 그 시설 수준이 확연하게 차이

가 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각 시설체계들에서

미흡한 부분들을 상충 보완하여 복합 화된 새로운 유형의

시설체계를 도입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4.1.2 기존 시설체계의 분석

4.1.2.1 무료요양시설, 실비요양시설, 유료요양시설

이 분류의 기준은 입소 대상자의 경제적 부담 정도이다.

무료시설의 경우 정부의 보조를 받아 운영하고, 유료시설의

경우 개인 또는 사회복지 회에서 운영하고 있다. 이 중 무

료시설의 경우 그 입소 대상자가 부양가족 내지는 연고자가

없어야 한다는 조건이 오히려 단점으로 작용하고 있었고, 유

료시설의 경우에는 경비 부담의 문제가 서민들에게는 단점

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또한, 유료시설의 경우 정부의 어떠한

지원도 없는 상태에서 개인이 운영하는 관계로 그에 따른 여

러 가지 운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전문

가들은 앞으로 다른 어떠한 시설체계보다 저소득층이나 중산

층을 위한 실비시설의 중요도가 높아질 것이라 예상하고 있

다. 하지만 부산시에는 실비시설이 부족함은 물론이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몇몇 유료시설들 역시 유료임에도 불구하고,

무료시설들 보다도 열악한 환경의 시설을 갖추고 있었다.

4.1.2.2 노인전문요양시설 - 유료전문요양시설

이 시설들은 치매, 뇌졸중 등 중증 노인 질환자들을 대상

으로 하고 있으며, 무료, 유료라는 경제적 부담정도에 따라

그 성격이 결정된다. 이 시설체계 또한 일반 요양시설의 경

우와 마찬가지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국가적 차원의

치매 종합 대책의 일원으로 치매전문요양시설이 전국에 건

립 중에 있다. 또한, 2008년 7월 1일부터 노인장기보험요양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노인장기보험요양제도는 고령이나 노

인성 질병 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사회적 연대원리에 의해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이다.3) 몇몇

의 선진국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이 제도의 목적은 치매,

중풍 등 질환 발생 시 장기요양에 따른 비용과다 등 사유로

가정이 파탄이 나는 등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바, 개별

가정이 겪고 있는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 부담을 국가와 사

회가 보험을 통하여 함께 해결하자는 것이다.

4.1.2.3 요양시설 - 전문요양시설

현재의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체계를 보면 질병의 상태에 따

라서 입소 시설이 다른 만큼 질병이 악화되거나 또 다른 질

병을 갖게 될 경우 현재 살고 있던 시설을 떠나 전문치료가

가능한 시설로 옮겨야 한다. 또한, 죽음에 임박하게 될 경우

역시 호스피스 시설이 따로 설치되어 있는 노인전문병원으

로 옮겨져 생을 마감하게 되어있다. 이러한 현실로 인해서

입소자들은 심리적인 불안을 느끼고, 적지 않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이러한 연계체제 마저도 원활

하게 이루어 지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현재의

시설체계 분류에 요양시설부터 진료부분, 중증환자에 필요한

시설을 보완하거나, 전문시설과 보다 원활하게 연계가 이루

어 질 수 있는 시스템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4.2 유형별 시설체계의 종합 구상 방안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존의 시설체계의 분류에는 많

은 문제점이 따르고 있었다. 현재 각 시설들은 단순하게 비

용과 질병의 정도에 따라서만 분류되어 있어서 다양한 부류

의 입소자들을 고루 수용하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많았다. 따

표 5. 유형별 시설 사례를 통한 비교 분석

구분 시설명 운영프로그램 세부사항 비 고

무료요양
시설

동래요양원

기본 생활서비스
목욕서비스, 미용서비스, 피복지급 서비스, 침구 관리
서비스 등

의료 서비스
입소시 건강 체크, 정기 건강검진, 예방접종, 촉탁의
진료, 물리치료 등

실비요양
시설

금정실비
노인요양원

기본 생활서비스 목욕서비스, 미용서비스, 피복지급 서비스, 침구 관리 추가사항 : 당뇨병 및 특이 질환자

의료 서비스
입소시 건강 체크, 정기 건강검진, 예방접종, 촉탁의
진료

사회 서비스 미술치료, 음악치료 등 사회적응, 사회통합 등 문화예술관람

유료요양
시설

은애너싱홈 의료 서비스 한서병원과 연계를 맺어 응급 일반 가정집을 개조

노인전문
병원

부산노인
전문제1병원

의료 서비스
신경과, 노인정신과, 내과, 재활의학과, 가정의학과를
진료과목으로 둠.

치매와 파킨슨병 .

낮병원 프로그램 
서비스

낮 시간동안 병원에서 치료 및 재활훈련을 받음

호스피스 병동 임종을 앞둔 노인들에게 적합한 치료와 서비스를 제공

3)「노인장기보험요양제도」 공식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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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서, 앞으로 그 필요성이 더해 갈 노인 질환의 치료에 대

비해 각 시설체계들의 부족한 기능을 보완하여야 한다고 생

각된다. 이에, 입소자들이 전문적인 요양과 노인 질환과 관

련된 전문적인 치료를 한 곳에서 받을 수 있는 ‘one-stop

service system’의 체계를 구상해 보고자 한다. 기존의 시설

체계의 분류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설문조

사 결과를 토대로 새로운 시설체계의 구상방안을 모색해 보

았다.

설문조사는 2008년 4월 30일부터 2008년 5월 9일까지

총 10일간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시설이용 경험이 있는 사람

과 없는 남녀 총 189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 중 남자는

총 157명으로 71.1%의 비율을 차지하였고, 여자는 28.3%의

비율을 차지하였다. 그 연령대는 최소 21세부터 최고 71세

까지이다.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본인이나 가족이 시설을 이

용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과 이용 경험이 없는 사람들 사이

의 설문조사 결과는 몇몇의 항목을 제외하고는 거의 같은

정도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시설

을 이용한 사람들에게서 나타난 결과를 중심으로 분석을 하

였다.

먼저, 시설을 이용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 중 31%는

노인전문병원을, 47%는 유료요양시설을 이용했다고 응답했

다. 이들 중 53%는 그 시설의 만족도에서 ‘보통’이라고 응

답했으며, 41%의 사람들은 ‘만족’했다고 응답했다. ‘불만족’

했다고 응답한 6%의 사람들은 ‘서비스 시설’에서 47%, ‘비

용’면에서 31%의 응답률을 나타냈다. 노인관련 시설들의 기

능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기능은 시설이용 경험

이 있는 사람들은 전문적인 의료시설과 서비스시설에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전문적인 의료

시설과 비용에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또한, 기존의 시

설체계의 구성기능 중에서 보완이 요구되는 항목으로는 노

인전문의료시설과 국가적 정책지원, 실버타운 형식의 안락한

거주공간에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비용에 관한 문제점

은 시설 이용 후 불만족 사항뿐만 아니라, 노인의료복지시설

에서 중요시 되는 기능에서도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그리고

설문조사 결과 전반적으로 전문적인 의료시설의 필요성을 느

끼는 사람들의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새로

운 시설체계에 재가복지서비스 시스템을 도입시키기 위해 노

후 주거계획에 대한 일반적인 경향과 재가복지서비스를 받

게 될 경우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도 조사해 보았다. 그

결과 노후거주 주변 환경 시설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

는 기능으로 노인전문병원에 대한 응답률이 가장 높았고, 재

가복지서비스 활용시 요구되어지는 사항으로는 방문 진료와

식사준비에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무료요양시설 및 무료전문요양시설과 같이 생활보호대상자

를 대상으로 하는 시설을 제외하고는 유료요양시설과 노인

전문병원을 이용한 사람들이 대다수였다. 하지만 몇 년 사이

갑자기 늘어나는 노인전문병원시설에 대해서 정부의 관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 노인전문병원 관계자의 의견

이다. 너무 많은 수의 노인전문병원이 생겨날 경우 그 시설

의 질적 수준이 떨어질 염려가 있을 뿐 아니라 다른 시설들

그림 5. 기존시설체계도4)

4) 권현호, 김종영「노인 의료복지시설의 시설체계 및 공간구성

에 관한 연구」, 2001, p240에서 인용. 계명대학교 산업기술연

구소 논문보고집 제24-1집(2001).

그림 6. 기존시설 체계의 문제점에 대한 설문조사 종합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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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시설수와의 균형을 위해서도 관리가 필요가 그 원인이었

다. 노인전문병원과 유료요양시설을 이용한 대다수의 소득수

준은 중산층 정도로 조사되었다. 비용수준은 “비싸다”와 “적

당하다”에 같은 응답률을 나타냈다. 조사결과를 그림 7에 나

타낸다.

시설까지의 소요시간은 “10분~20분”에 대한 응답률이 가

장 높았다. 시설 비이용자들만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도

“20분~30분”이 59%로 가장 높게 나타나 시설 이용자들과

비이용자들 대부분이 근거리 안에서의 시설 이용을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교통수단은 “버스” 51%, “자가

용” 41%, “지하철” 5%로 조사되었고, 비이용자들만을 대상

으로 조사한 결과 “자가용” 31%, “도보” 21%, “버스”

18%, “지하철” 17%, “택시” 13% 로 조사되었다. 이에 따

라 시설 이용자와 비이용자들 대부분이 “자가용”을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대중교통 중에서는 “버스”를 가장 선호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음은 시설 이용자들 중에서 이용 후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53%가 “보통”이라고 응답하였으며, 불만족 한 사람들

중 47%는 서비스 시설에 불만족 하였다고 응답하였다. 불만

족한 서비스 시설은 구체적으로 보호자들을 위한 공간이나,

시설 내 매점 등의 부족이 있었다.

4.3 시설체계별 분석결과

노인의료복지시설의 6가지 시설유형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

를 실시한 결과, 각각의 유형별로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이

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기존의 시설 유형들을 조합

하여 다음과 같이 5가지 패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합의 기준은 크게 “비용”과 “전문성”으로 설정하였으며,

다섯 번째 유형인 “노인전문병원 + 재가복지서비스”는 재가

복지서비스와 관련된 설문 사항에 대한 결과를 토대로 하였

다. 재가복지서비스는 노인복지법에서 지정한 노인의료복지

서설체계의 기준에 속하는 유형은 아니지만 향후 다른 유형

그림 7. 시설이용 비용 수준 표 6. 노인전문병원과 재가복지시설의 문제점

설 문 사 항 항 목
비 율
(%)

빈도수
(명)

노후 주거계획의 일반적 경향

노후주거

불편함이 없는 주택 34% 17

여가생활이 가능한 주변 환경 * 36% 18

식사, 청소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
는 서비스가 제공되는 주택

10% 5

자녀, 친척, 친구 가까이 14% 7

일거리가 있는 곳 6% 3

노후희망
주택
중요공간

정 원 * 32% 16

산책길 30% 15

마 당 11% 6

거 실 11% 5

침 실 8% 4

부 엌 8% 4

노후거주
환경특성

도시근교의 일반주거단지 30% 15

도시근교의 노인계획 주거단지 * 38% 19

기존 도시 내 노인계획 주거단지 14% 7

기존 도시 내 일반주거단지 18% 9

노후거주
환경시설

노인전문병원 * 28% 14

산책길 16% 8

건강검진센터 14% 7

여가, 오락시설 12% 6

노인교육센터 10% 5

스포츠센터 8% 4

쇼핑센터 7% 4

농 원 5% 3

노후 재가복지 서비스 요구 사항

가사서비스

집안청소 27% 14

세 탁 22% 11

식사준비 * 35% 18

목욕보조 16% 8

건강서비스

원격건강검진 23% 12

방문 진료 * 37% 19

병간호수발 25% 13

긴급상황 시 화상전화 설치 15% 8

그림 8. 시설까지의 적정 교통수단

그림 9. 시설이용 후 불만족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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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에 접목시킬 경우 이용자들에게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예

상되어 본 연구에 도입시켰다. 다음의 5가지 시설체계는 기

존의 독립적인 시설유형들이 가지고 있는 단점을 보완하여,

시설 이용자들에게 좀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표 6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새로운 시설체계를 구

상해 보았다. 그 구상 기준은 크게 의료 수준의 전문성과

소요 비용으로 설정 하였다. 의료 수준의 전문성 면에서는

기존의 기본적인 진료만 가능한 시스템에서 탈피하여 모든

시설체계에서 노인전문병원 수준의 치료를 동시에 받을 수

있도록 구상하였다. 또한 소요 비용 면에 있어서는 좀 더

다양한 경제적 수준의 사람들이 개인에게 적합한 시설 체계

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구상하였다.

4.4 새로운 시설체계의 구상체계

대다수의 중산층 가정의 사람들에게 가장 적합하다고 여겨

지는 시설체계이다. 저렴한 비용으로 노인들만을 위한 전문

진료도 가능하고, 집과 같은 안락한 분위기를 주는 장기 입

원실을 갖춘 체계이다. 질병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입소자들

이 저렴한 비용으로 요양시설을 이용하다가 그 질환의 정도

가 악화되면 그보다 더 전문적인 진료를 같은 장소에서 받

을 수 있도록 구상하였다. 그리고 심리적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한 노인들에게 집과 같은 편안한 공간을 제공함과 동시

에 각종 레크레이션 및 사회적응 훈련 등도 함께 할 수 있

도록 구상하였다.

이상, 여러 가지 시설유형들을 조합하여 구상한 5가지의

체계들은 사실상 실현되기 힘든 체계들일 것이다. 시설들을

지원할 수 있는 정부의 한계도 작용할 것이고, 현재도 각종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료 시설들의 경우에, 보다 더 저렴한

비용으로 입소자들을 수용한다면 그에 따른 어려움은 더 심화

될 것이다. 하지만 앞으로 더해 갈 노인문제와 관련하여 본

시설체계들과 같이 여러 가지 시설체계의 장점들이 결합된

‘one-stop service system’의 필요성은 더욱 부각될 것이다. 따

라서 수요가 많은 대도시 주변 등에는 이러한 복합된 체계의

시설들을 설치해 보는 시도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5. 결 론

부산시의 노인의료복지시설의 분포현황을 조사한 결과 특

정 시설 유형이 일부 지역에 편중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와 더불어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시설 중 일부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접근성이 떨어져 이용자들에게 불

편을 주고 있었다. 노인의료복지시설들은 주 이용대상자가

노인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서 다양하

게 운영되어야 한다. 하지만 부산시 노인의료복시시설들은

위와 같은 문제점들로 인해 시설 이용에 있어서 적지않은

불편함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재

노인복지법 기준에 따른 시설유형들의 활용도와 문제점을 설

문조사를 통해서 분석하였다. 그 결과 기존의 시설유형들은

다양한 범위의 대상자를 수용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과 증세

와 상황의 변화에 따라 시설을 이동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

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토대로 해결방안을 모색해 본 결과

다양한 이용대상자들의 상황을 고려한 입소 대상자 범위의

확충과 한 공간 안에서 요양과 전문적인 치료가 가능한

‘one-stop service system’ 체계의 도입 또한 필요하다고 판

단하여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기존 시설유형들을 조합한

다음의 5가지 시설체계를 조합해 보았다.

1) ‘무료전문요양시설 + 노인전문병원’

2) ‘유료전문요양시설 + 노인전문병원’

그림 10. 새로운 시설체계 구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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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인전문병원 + 실버타운 주거공간 형식의 입원실’

4) ‘실비전문요양시설 + 노인전문병원 + 실버타운 주거공

간 형식의 입원실’

5) ‘노인전문병원 + 재가복지서비스’

이 구성 체계들은 모두 기존의 시설유형들을 조합한 결과

물로 정부의 정책적 지원만 뒷받침 된다면 큰 무리 없이 운

영될 수 있는 시설체계라고 생각된다. 노인의료복지시설은

더 이상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봐지는 대상이 아니라 누구

든지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변모해 가고 있다. 따라서 기

존의 시설들이 갖추고 있는 기능 이외에도 일상생활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기능의 보충이 요구되어지며 무엇보다

도 시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개선 또한 시급하다고 생각

된다.

이상으로 노인의료복지시설의 분포현황과 시설체계에 대하

여 분석해 보았다. 앞으로 노인의 질환의 종류 및 정도가

보다 중복, 중대화 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보다 다양

하고 전문화된 시설이 요구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따라

향후 노인의료복지시설은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요구와

시대의 상황에 걸맞은 형태로 변화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one-stop service system’ 체계와 같이 실질적인 해결 방안

도입에 대한 연구 또한 지속되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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