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 서 론

전세계적으로 여러 국가에서는 실업 등 전통적인 사

회적 위험에서 벗어나 저출산 현상, 급속한 고령화 등
의 신 사회적 위험(new social risk)에 직면하고 있다
[1][2]. 특히, 1980-90년대를 거치며 급격한 인구고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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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의 특성을 파악하고 등급유지 영향요인을 분석하여, 그들의 지속적 재
가생활을 위한 정책제언을 제시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 인정조사 및 
급여자료를 활용하여 등급외자의 등급외 유지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
과 같다. 등급외자의 등급외 유지와 관련하여 소인성 요인에서 연령이 낮을수록, 남성이 여성보다 등급외 상태
를 유지할 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촉진요인에서는 독거노인이 가족과 동거하는 노인에 비해, 국민기초생활수
급권자가 일반대상자보다 등급외 상태를 유지할 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욕구요인에서 치매가 없는 자가 치매
가 있는 자에 비해, 최초 판정받은 등급이 낮을수록, 등급판정 재신청 횟수가 낮을수록 등급외 상태를 유지할 
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등급외자의 장기요양서비스 제도개선에 대한 정책적 시사
점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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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factors affecting a grade maintenance of the non-graded 
group by LTCI(Long-Term Care Insurance, NHIS). The predictors were examined grade maintenance of 
the non-graded group(non-grade of A, B, C). The results were as follows: this study found that 
predisposing factors of the grade maintenance of non-graded of LTCI were significantly related to age, 
sex, death. Enabling factors of the grade maintenance of non-graded of LTCI were significantly related 
to household state, income level. Need factors of the grade maintenance of non-graded of LTCI were 
significantly related to dementia, grade of first grading, retry of applying for long-term care assessment. 
Based on the finding of study, implications and future research directions were discussed for policy 
conside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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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현상으로 세계 각국에서 노인 장기요양서비스에 대
한 관심이 증가해왔다[3][4]. 한국은 지난 2000년 고령
화 사회에 진입한 이래 2017년 기준 707 만명으로 전
체 인구 대비 14%를 초과함으로써 단 17년 만에 고령
사회로 도달하였고 증가추세는 심화되고 있다[5][6]. 한
국은 고령화의 대책으로 지난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
험 제도를 도입하여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가족 부양부담 완화를 목표로 시행해오
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7]에 따르면, 노인인구 10명 중 1
명 이상이 장기요양등급 신청을 하여 등급판정을 받은 
노인은 74만 9천명으로 나타났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지난 10년간 지속적인 보장성 확대정책으로 등급확대 
및 서비스 이용의 접근성을 높여왔다. 국민건강보험공
단이 인정조사, 서비스 이용지원, 사후관리의 전 과정을 
관리하여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 동안  효율적인 대상자 
관리를 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장기요양보
험제도는 등급인정자 중심의 대상자 관리, 서비스 제공
이 이루어졌다. 그에 따라 등급외자에 대한 대상자 관
리, 서비스 이용지원체계는 다소 미흡하였다[8].

특히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한계점으로 제도초기부터 
등급외자 문제가 지적되어왔다[9]. 2008년부터 장기요
양 인정범위의 제한으로 인한 등급외자는 장기요양서
비스에서 사각지대로 남게 되었다. 2014년 이후 등급
신설과 인정범위 확대 등으로 대상자 확대가 진행되었
으나, 여전히 등급외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권 밖
에 있는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 김찬우[11]도 등급외자 
대상 노인돌봄서비스와 등급자 대상 장기요양보험 간
의 사각지대로 등급외자 문제를 지속적으로 지적해왔
다.

제도의 사각지대로 등급외자 문제와 노인성질환예방
사업 문제가 지속적으로 대두되었는데[12], 국민건강보
험공단 및 지자체에서 노인성질환 예방사업을 일부 수
행해오고 있다. 그렇지만 여전히 노인장기요양보험 제
도 내에서는 등급외자에게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가 미
흡하고, 실질적 권한은 지자체에 있다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등급외자의 신체·인지 등의 건강상태가 지속
적으로 악화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12][28]. 따라서, 
건강상태 악화방지 및 그들의 상태변화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 현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지원 체계에서는 등
급외자 대상자를 지자체에 통보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은 형식적인 지역사회자원연계 정도만 해주는 것에 그
치고 있다. 즉, 등급외자가 주로 이용하는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재가노인지원 복지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서비
스 등은 다른 전달체계(지자체, 국민연금공단)에서 제
공되고 있다. 또, 서비스 전달체계의 이원화로 등급외자 
장기요양서비스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이에서 적절
한 돌봄제공이 안 되고 있는 실정이다[11].

이러한 상황에서 등급외자에 대한 관심이 새롭게 증
가하고 있다. 등급외자는 향후 등급인정자로 진입할 확
률이 높은 대상자로 이들에 대한 등급유지 관리가 필요
하고, 등급 내 진입을 늦추는 예방정책이 요구되는 집
단인데, 등급외자의 예방서비스, 지역재가서비스에 대
한 논의가 증가하였다. 특히, 커뮤니티 케어 확대 기조
가 나타났으며, 지역사회 내 재가노인에 대한 케어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제
2차(2018-2022) 장기요양 기본계획 및 지역사회 통
합돌봄 계획(2018-2022)을 발표함[13]에 따라 등급외
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그들에 대한 지역사회 예
방서비스, 재가서비스 제공이 시도되고 있다.

이미 일본에서는 요지원 등급을 도입하여 예방등급
에 대한 관리 및 서비스 제공을 해왔다[12]. 반면, 한국
은 아직 이런 접근이 미흡한 편이다. 지속적인 등급체
계 개편에서 기존 등급외자가 인정자로 포함되고 있는 
시점에 등급외자에 대한 실증분석이 필요하나, 기존의 
장기요양 관련 연구는 여전히 등급 내 인정자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관련 선행연구는 미미한 편이다
[24]. 신체적, 인지적 기능향상을 위해 지역보건복지서
비스, 장기요양서비스, 사회복지서비스 등이 연계되고 
제공되어야 하나, 적절히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9][10] 
[11][16]. 선우덕[9]은 장기요양보험의 한계점으로 등
급외자 사각지대를 지적하였고, 보험에서 이들을 위한 
서비스 부재를 지적하였다[17]. 또한, 노인장기요양보
험법 상에 제시된 등급외자 대상 예방사업도 부진한 상
태이고 이후 등급자 및 노인돌봄 관련연구도 미흡한 실
정이다[18][19].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5등급 체계 이
후의 등급외자의 특성 및 등급유지 관련 영향요인에 대
해 실증분석을 하고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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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장기요양 등급체계와 등급외자

장기요양(long-term care)은 삶의 오랜 기간 동안 
생활에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자 가족, 
친구, 요양보호사가 수행하는 일상생활수행 및 수단적 
일상생활수행 도움으로 정의되는 광의의 개념이다[14] 
[15]. 우리나라의 장기요양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1
조 목적에 따라 “거동이 불편한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ㆍ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
병을 진단받아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
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도의 소
요재원은 보험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등급판정 절
차와 수발필요도에 따라 선별적으로 적용받게 된다. 대
상자의 신청에 따라 공단은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인 수급권을 부여하는데 이를 ‘장기요양 등급인정’이라
고 한다.

장기요양 등급체계1는 2014년 7월에 기존 3등급에
서(2008-2014.6) 치매특별등급 도입으로 5등급체계가 
되었다. 이 때 기존 등급외자 중에서 등급외 A에 해당
하는 자 중 치매 대상자 등을 포함하게 되었다. 등급외
자는 장기요양 인정신청 후 등급판정 결과 1-5등급에 
해당하지 못해 등급 밖에 있는 65세 이상 노인이 해당
된다. 2018년 1월 1일에는 등급외자 B-C에 해당하는 
자 중 경증치매 대상자 등을 포함하기 시작하였다. 즉, 
2008년 등급체계 도입 이후 2014년, 2018년에 등급
체계의 개편이 있었고, 이 때 등급외자에 대해서 인정
범위를 확대해왔다.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등급외자는 노인장기요양보
험 등급판정절차를 거쳐 장기요양위원회에서 등급외자
로 판정받은 자이다[25]. 등급외자의 특성은 등급인정
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경증이라고는 하나 만성질환

1 또한, 등급외자 진입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보험 인정
조사 및 등급판정을 거쳐서 정해진다. 등급판정절차가 중요한 것
은 장애인이든, 노인이든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등급판정절차를 
거쳐야 조세 기반의 노인돌봄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임. 치매가 있는 등급외
자에 대한 치매안심센터와의 연계도 관련이 됨. 즉, 등급판정 체
계는 장기요양 필요노인, 장애인, 치매노인 등에게 근본적으로 
중요한 절차에 해당됨

을 가진 허약노인의 범주에 속하며 수발필요도(ADL에 
근거한 요양인정점수)에 따라 A, B, C로 나누어 관리되
고 있다. 등급외 A형은 인정점수 51점 미만으로 실내
에서 지팡이를 이용해 이동하고 단기기억력이 일부 저
하되어 도움이 필요하다. 이에 비하여 B형은 45점 미만
으로 대부분의 활동이 자립가능한 자, C형은 40점 미
만으로 신체 인지기능에 이상이 없는 자이며 혼자서 일
상생활이 가능하다.

등급외자의 문제점은 등급인정자가 아니기 때문에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이
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사회보험 이라는 특성을 고려
할 때, 등급인정자는 전국 균일하게 재가급여, 시설급여
를 본인부담의 차이없이 이용할 수 있다.

그렇지만 등급외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적용되지 
않는다. 그에 따라 본인의 신청에 따라 노인맞춤돌봄서
비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등을 이용하게 된다. 혹은 
장기요양서비스를 받고자 하면 전액 본인부담으로 재
가, 시설서비스를 이용해야한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장
기요양 등급신청을 여러 번 신청해서 장기요양등급을 
받는 절차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등급외자와 등급인정자간의 서비스 분절, 관
리 분절은 이미 많은 연구에서 지적되어왔다[9]. 등급외
자의 특성상 연령이 고령으로 갈수록 등급외자에서 인
정자로 전환될 확률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등급외자에 
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 하지만 등급외자의 관리책
임이 있는 지자체와 등급외자의 관리책임이 있는 국민
건강보험공단간의 대상자 관리가 단절되어 있다는 한
계가 있다. 기본적으로 등급외자가 인정자로 등급변경
시 ADL과 관련 요양인정점수의 상향에 기인한다. 그런

자료 : 보건복지부(2018). “장기요양 보장성강화 보도자료”  재편집 
그림 2. 장기요양 등급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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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등급외자의 등급인정자로의 전환에 대한 실증분석
은 미미한 상황이다. 그 이유는 등급외자에 대한 데이
터가 부족하기 때문에 분석이 쉽지 않다. 등급외자 및 
등급인정자에 대한 인정데이터, 급여이용데이터 등이 
건보공단에만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등급외자
의 실증적인 분석을 위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원자
료(인정조사데이터, 급여이용데이터 등)를 활용한 분석
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등급외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고, 신체기능 상태가 악화되지 않고 유지
할 수 있는 영향요인을 분석하겠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의 등급유지 영향요
인 선행연구 검토

본 연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등급외 판정을 받
은 노인들의 등급유지 관련요인을 살펴보겠다. 또, 각 
요인들이 등급유지에 미치는 요인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특히, Andersen의 서비스 이용모
형에 기반하여 소인성 요인·촉진요인·욕구요인으로 나
누어 등급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크게 3가지로 
구분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먼저, 소인성 요인은 연령, 성별, 거주지역, 주거형태, 
사망여부가 있다. 연령이 적을수록 등급내 편입되는 기
간이 길어지는 영향을 미쳤고[24], 이는 연령이 적을수
록 장기요양 등급자 내에서도 등급상향(신체기능 악화)
도 낮게 나타나 동일하였다[25]. 성별의 경우에는 등급
내 편입, 등급내 유지 모두 여성이 남성보다 높게 나타
났다. 이는 장기요양 등급자에서도 여성이 남성보다 높
은 비율을 유지하고 있는 것과 일맥상통한다[8]. 이는 
동시에 남성이 여성보다는 사망률이 높은 경향에 기인
한다[21]. 거주지역의 경우, 이재숙[24]은 충남 천안·아
산시 거주지역 대상만 분석하는 것에 그쳤다. 주거형태
의 경우, 재가 거주 노인이 시설 거주 노인보다는 등급
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았다[23]. 권진희 외[12]는 자원
연계가 된 등급외자의 경우, 대도시 거주자가 많다고 
지적하였다. 등급자의 경우에는 대도시 보다 농어촌 거
주자가 등급유지 확률이 높게 나타났다[21]. 등급 재신
청횟수의 경우, 등급갱신횟수가 높을수록 등급변경자가 
많은 비율로 나타나고, 갱신횟수가 낮을수록 동일등급 

유지자가 높게 나타났다[21].
둘째, 등급진입 및 유지와 관련된 촉진 요인은 동거

가족, 건강보험 자격수준, 서비스 자원연계 수준이 있
다. 동거가족의 경우, 독거인 등급외자가 동거가족이 있
는 자 보다 지역보건복지서비스 연계가 높게 이루어졌
다[12]. 장기요양등급자에 대한 등급유지에 대한 연구
[21]에서 3등급에서 독거자가 비독거자에 비해, 농어촌 
거주자는 대도시 거주자에 비해 등급을 유지할 가능성
이 높게 나타났다. 이재숙[24] 연구에서 천안, 아산시 
거주지역 등급외자의 건강보험 자격수준에서 일반대상
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대다수로 나타났다. 권진희 
외[12]는 자원연계가 된 등급외자의 경우, 건강보험 가
입자가 많다고 지적하였다. 이들에게 연계된 서비스는  
있으나, 공단과 지자체간의 등급외자 이관 이후 사후관
리가 안 되고 있는 한계가 나타났다.

이재숙[26]은 지역보건복지서비스 연계를 통한 장기
요양 예방효과를 분석하였다. 천안시에 거주하는 장기
요양 등급외자를 대상으로 연계자원 미이용 그룹과 이
용 그룹 간 등급 내 진입기간을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자원을 연계받은(실험군) 집단과 이용하지 않은 
경우(대조군)을 비교할 때 자원연계 집단의 등급외 판
정기간이 더 길어져 장기요양 등급진입에 예방효과가 
있었다. 그 중에서 지자체의 노인돌봄서비스와 보건소 
맞춤형 간호서비스를 받은 노인이 등급진입 예방효과
가 있었고, 제공기간이 길어질수록 예방효과도 비례하
여 정적(+)효과를 보였다. 무엇보다 노인돌봄서비스 제
공, 맞춤형방문간호서비스 제공여부가 주요 질병, 중증
도 변수보다도 등급내 편입을 지연시키는데 상대적으
로 영향력이 높게 나타났다[24]. 즉, 등급외자에 대한 
예방서비스 제공이 장기요양 등급 진입 예방효과가 높
음을 증명하였다. 반면에 예방사업의 효과성에 대한 증
명은 다소 미흡한 상황인데 일본의 경우에 개호보험의 
예방서비스가 상태유지에 영향을 주지 못하였다는 상
반된 결과[27]도 있었다.

실제로 등급인정자가 된 이후 장기요양등급자에 대
한 등급유지에 대한 연구[21]에서  1등급자의 시설 이
용일수가 높을수록 등급유지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고, 
2등급자는 재가 이용일수가 높을수록 등급유지 가능성
이 높게 나타났다. 재가서비스 연계는 등급에 따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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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수준의 차이가 있었다.
셋째, 등급진입 및 유지와 관련된 욕구 요인은 주요 

질환(치매·중풍·골절), 최초판정등급(등급외 A, B, C), 
등급 재신청 횟수가 있다. 주요 질환 중 중풍과 치매가 
주요 질병이 아닌 경우에 등급내 편입되는 기간이 길어
지는 데 영향을 주었고,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등급내 
편입되는 기간이 길어졌다[24]. 질병 관련해서 장기요
양등급자의 경우, 1등급자는 치매질환보유자, 2등급자
는 중풍·골절 보유자, 3등급자는 암환자가 등급유지 확
률이 높게 나타났다. 등급별로 등급유지에 있어 질병별
로 차이가 나타났다. 다만, 등급외자의 경우는 질병요인
에 관한 선행연구가 미흡하였다. 무엇보다 노인돌봄서
비스 제공, 맞춤형방문간호서비스 제공 여부가 주요 질
병, 중증도 변수보다도 등급내 편입을 지연시키는데 상
대적으로 영향력이 높게 나타났다[24]. 즉, 등급외자에 
대한 예방서비스 제공이 장기요양 등급 진입 예방효과
가 높음을 증명하였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분석자료

연구대상은 전국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운영센
터 내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위원회를 거쳐서 등
급판정결과, 등급외자로 판정받은 자이다. 2016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최초 인정신청에서 등
급외 A, 등급외 B, 등급외 C 판정을 받고 기간 내에 재
신청 판정결과가 1회 이상 있는 신청시점 기준 65세 이
상의 전국 등급외 노인이다. 분석에서 등급 판정을 받
은 10만여 명의 자료 중에서 재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절차 중 취소처리, 서류 미제출 사유 등으로 각하 판정
자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최초판정 직후 상담이 있는 
경우로 자원연계를 한정하였고 분석 기간도 2년으로 
제한하였다. 최종 연구대상은 발췌시점인 2017년 12월 
기준의 결측값을 제외하고 최종 18,288명으로 분석대
상으로 정하였다.

분석자료는 전국의 227개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
기요양 운영센터에서 직원들이 방문하여 조사한 인정

조사자료를 인정관리, 자원연계 관련 전산화면에 입력
한 것이다. 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관리·운영되는 
데이터이며, 발췌자료는 개인정보를 제외한 상태로 제
공되었고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실을 방문, 반출허가를 준수하여 분석결과만을 
연구결과에 활용하였다. 자료의 수집과정은 다음과 같
다. 자료 수집 전 서울시립대학교 연구윤리 심의위원회
에 IRB 승인 신청 결과 심의 면제를 통보받고 국민건강
보험공단에서 주관하는 “자료제공 운영규정(제 130-3
호)”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한 맞춤형 데이터베이스 
활용신청 절차를 통해 적법한 연구관리번호와 자료 이
용 승인(제 2018-169호)을 받았다.

2. 연구모형

본 연구의 연구모형은 Andersen의 서비스 이용모형
을 적용하였다. Andersen의 모델은 개인과 환경의 특
성을 모두 고려하여 서비스가 형평성 있게 이용되는지 
평가할 수 있고 국내·외에서도 사회복지 서비스 이용을 
설명하는 요인을 분석하는 연구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
다[20][21]. Andersen의 모델에서 소인성 요인은 의료
이용 전에 나타나는 개인적 특성을 의미하며 귀속요인
이라고도 한다. 노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서비스에 
대한 태도, 신념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촉진요인은 의료
가능요인이라고도 하며 가족 및 자원, 보건의료체계의 
특성, 특정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향을 의미한다. 욕구요
인은 개인의 장애나 질병 등의 필요로 서비스를 이용하
게 되는 직접적 원인이 된다[22][23]. 요인별 영향요인
을 파악하기 위해 각 3가지 요인별로 단계적으로 투입
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3. 분석방법 및 분석변수

본 연구의 독립변수는 Andersen의 행동모형에 따라 
소인성 요인, 촉진요인, 욕구요인의 3가지로 분류하였
고 [표 1]과 같다. 독립변수인 소인성 요인의 성별과 연
령은 인정조사에서 체크되는 정보이며 인정조사 결과 
확인된 주거형태와 행정망으로 연계된 실거주지 정보
를 활용하였다. 사망여부는 건강보험 자격상실일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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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하였고 연령은 선행연구와 같이 신청연령 기준으
로 분석하였다. 거주지역 구분은 신청인 행정망 실거주
지 기준으로 도시는 특별·광역 대도시, 중소도시, 그 외 
농어촌지역으로 분류하였다. 등급 재신청 횟수는 연속
변수로 투입하였다. 촉진요인은 인정조사 당시 파악된 
동거가족 형태 및 독거 유무와 건강보험 자격수준, 지
역사회 보건복지 자원 연계로 구성하였다. 소득수준은 
국민건강보험 자격자료를 사용해서 일반가입자와 기초
수급․의료급여․감경대상자로 구분하였다. 서비스 자원연
계는 서비스 자원 연계 여부로 나누었다. 욕구요인은 
장기요양에서 주요 질환(치매, 중풍, 골절)는 주요 질병 
중 치매, 중풍, 골절 여부를 더미(Dummy)처리하였고, 
최초판정등급은 등급외 A, 등급외 B, 등급외 C로 처리
하였다. 종속변수는 재신청 판정결과, 등급외 상태를 유
지했을 경우, 등급유지로 하였다.

표 1. 변수의 구성

구분 변수 내용

소인성
요인 

연령 연속변수

성별 1= 여, 0= 남

거주지역 1= 도시, 0= 농어촌

주거형태 1=재가, 0=시설

사망여부 1= 사망, 0= 생존

등급재신청횟수 1=1회, 2=2회, 3=3회 이상

촉진 
요인

동거가족 1= 독거(동거가족 없음), 
0= 동거가족 있음

건강보험 
자격구분

1= 기초수급/의료급여/감경,
0= 일반

서비스 
자원연계

1= 서비스 자원 연계, 
0=서비스 자원 미연계

욕구 
요인

주요
질환

치매
중풍
골절

1= 치매 유, 0= 치매 무
1= 중풍 유, 0= 중풍 무
1= 골절 유, 0= 골절 무

최초판정
등급 등급외A=1, 등급외B=2, 등급외 C=3

종속
변수 등급외 유지  1= 등급외(등급외 A,B,C) 유지, 

0= 장기요양등급(1-5등급) 진입

 

Ⅳ. 연구결과 

1. 등급외자의 일반적 특성

먼저 인구사회학적인 기초분석 결과는 다음 [표 2]와 

같다. 최종 분석대상자는 18,288명으로 성별은 여성 
13,000명(71.1%), 남성 5,288명(28.9%)으로 선행연구
에 나타난 것과 같이 여성의 기대수명이 높게 나타났
다. 연령은 평균 연령은 79.9세로 나타났고, 신청 시점 
기준으로 최소 65세부터 최고 105세로 나타났다. 연령
대는 75-84세 노인이 10,189명(55.7%)으로 가장 많았
고, 농어촌 거주자가 12,3678명(6.7%)으로 다른 지역
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주거형태에서 재가에 주거하는 
자 17,617명(96.3%), 시설에 거주하는 자 671명
(3.7%)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촉진요인에 해당하는 건강보험 자격수준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DB정보를 분석하여, 일반 
14,579명(79.7%)으로 가장 많고 기초수급권자 3,280
명(17.9%), 감경대상자 218명(1.2%), 의료급여 수급권
자 211명(1.2%)으로 나타났다. 동거가족 없이 혼자 사
는 독거 노인은 9,560명(52.2%)이었으며 가족과 동거
하는 노인은 8,728명(47.7%)으로 나타났다. 자원을 연
계받은 노인은 1,309명(7.2%)d,로 나타났다.

욕구요인의 주요 질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주요 질
환은 치매 2,771명(15.2%), 중풍 1,360명(7.4%), 골절 
1,151명(6.3%) 등으로 나타났다.

최초판정등급은 등급외A 8,163명(44.6%), 등급외B 
8,381명(45.8%), 등급외C 1,744명(9.5%)로 나타났다. 
등급 재신청 횟수는 평균 1.2회로, 1회가 15,010명
(82.1%)으로 높게 나왔다. 등급유지여부는 등급내 진입
자 14,645명(80.1%), 등급외 유지 3,643명(19.9%)으
로 나타났다.

표 2. 등급외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구분 변수 n % 구분 변수 n %

성별

남 5,288 28.9

주요
질환

  
치매 
유

2,771 15.2

여 13,000 71.1

중풍 
유 1,360 7.4전체 18,288 100.0

연령 평균
79.9세

SD
6.58

Min-
Max
65-
105

  
골절 
유

1,151 6.3

연령
대

  
65-74 3,672 20.1 판정 

등급
(최초)

등급
외 A 8,163 44.6

75-84 10,189 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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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등급외자의 등급유지 교차분석

등급외자의 등급유지에 대한 교차분석은 다음 [표 3]
과 같다. 연령대에서 85세 이상 노인이 다른 연령대 노
인에 비해 등급진입자가 더 높게 나타났다. 성별은 여
성이 남성보다 등급진입자가 높게 나타났다. 거주지역
의 경우, 도시거주자가 농어촌 거주자에 비해 등급진입
자가 많았다.

동거가족 기준으로 보면, 가족과 동거하는 노인보다 
독거노인이 등급진입이 더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건강
보험 자격기준에서는 일반가입자가 기초·의료·경감 대
상자보다 등급진입이 많게 나타났다. 서비스 자원연계
에서는 서비스자원이 연계된 자에 비해 연계되지 않은 
자가 등급진입을 더 많이 하였다. 

최초 판정등급의 경우, 등급외A 대상자, 등급외B 대
상자, 등급외C 대상자 순으로 장기요양 등급진입을 하

였다. 등급변경을 위한 등급 재신청 횟수에서는 1회 재
신청자 보다는 2회 재신청자가 더 장기요양등급으로 
진입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전체적으로 등급외 유지상
태 보다는 등급진입하는 대상자가 많음을 확인할 수 있
었다.

표 3. 등급외자의 등급유지 상태에 대한 교차분석

3. 등급외자의 등급유지 영향요인

앞의 교차분석 결과 유의미한 변수를 통합하여 종속
변수인 등급유지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찾기 위해 앤더
슨 모형에 따른 요인별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

변수 등급유지 상태

구분 등급진입 등급외 유지 χ2

연령대
65-74
75-84
85-

2,699 (73.5)
8,113 (79.6)
3,833 (86.6)

973 (26.5)
2,076 (20.4)
594 (13.4)

218.256
***

성별 남성
여성

4,096 (77.5)
10,549 (81.1)

1,192 (22.5)
2,451 (18.9)

32.046
***

거주지역 도시
농어촌

11403(80.4)
14,645 (79.0)

2780(19.6)
3,643 (21.0)

  8.399
  *

재신청
횟수

1회
2회

3회 이상

11,971(79.8)
2,235(81.7)
439(81.0)

3,039(20.2)
501(18.3)
103(19.0)

5.726

사망여부 생존
사망

13,607 (79.4)
1,038 (89.7)

3,524 (20.6)
119 (10.3)

71.879
***

동거가족 독거
비독거

 13,150(82.2)
1,495 (65.5)

2,855 (17.8)
788 (34.5)

348.383
***

건강보험 
자격수준

기초·의료·경감
일반

 12,449(93.4)
2,196 (67.0)

2,559 (6.6)
1,084 (33.0)

431.856
***

서비스
자원연계여

부

미연계
연계

 13,643(80.4)
1,002 (76.5)

3,336 (19.6)
307 (23.5)

26.796
***

주요질환
유무

치매 2,516 (90.8) 255 (9.2) 235.171
***

중풍 1,084 (79.7) 276 (20.3) .129

골절 890 (77.3) 261 (22.7) 5.848
**

최초등급
A
B
C

6,883 (84.3)
6,562 (78.3)
1,200 (68.8)

1,280 (15.7)
1,819 (21.7)
544 (31.2)

247.618
***

구분 변수 n % 구분 변수 n %

등급
외 B 8,381 45.8

  85- 4,427 24.2

거주
지역

대도시
중소도시

2,225
3,685

12.2
20.1

농어촌 12,378 67.7
등급
외 C 1,744 9.5

주거
형태

재가 16,115 88.1
시설 2,173 11.9

사망
여부

생존 17,131 93.7

재신청
횟수

평균
1.2회

SD
.52

Min-
Max
0-6사망 1,157 6.3

1회 15,01
0 82.1소득

수준
(건강
보험 
자격
수준)

기초
수급 3,280 17.9

의료
급여 211 1.2

2회 2,736 15.0

감경 218 1.2

일반 14,579 79.7

동거
가족

없음 9,560 52.2

3회 
이상 542 2.9

있음 8,728 47.7

서비
스 

자원
연계

미 연계 16,979 92.8
등급
유지 
여부

등급
내 

진입

14,64
5 80.1

등급
외 

유지
3,643 19.9연계 1,309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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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분석결과는 [표 4]와 같다. 종속변수인 등급외자의 
등급유지, 즉 등급외 판정의 유지 영향요인에 대한 회
귀분석 실시하였고, 모델3 기준으로 분석결과를 살펴보
면 다음과 같다.

소인성 요인으로 연령, 성별, 사망여부가 유의한 영향
으로 나타났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0.7배, 여성보다 남
성이 0.8배, 분석시점에서 사망한 경우 생존자에 비해 
0.5배 등급유지 확률이 낮았다. 이것으로 기대여명이 
적은 남성 고령 노인의 특성과 일반적 통념이 일치함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남성이 여성보다, 연령이 낮을수록 
등급외 판정 당시의 건강상태를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거주지역은 유의하지 않았다. 주거형태가 재가에 
주거하는 자가 등급유지 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모델1, 
모델2, 모델3에서 재신청횟수를 통제변수로 투입하여 
분석하였고, 등급 재신청횟수가 높아질수록 등급유지 
확률은 낮게 나타났다. 재신청 횟수가 높을수록 등급유
지 확률은 낮게 나타났다.  등급 재신청의 경우, 장기요
양등급 진입을 위한 것으로 현장에서 활용되기 때문에 
추가파악이 필요할 것이다. 

촉진요인으로는 독거일 때 가족동거자에 비해 1.7배
등급유지 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자격수준이 노인이 건
강보험 일반가입자에 비해 기초·의료·경감일 때 1.8배 
등급유지될 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서비스 이용시 
본인부담금이 대상자 자격구분에 따라 면제, 감면되는 
부분도 있으므로 고려할 부분으로 보인다. 특히 분석결
과에서 서비스자원연계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아 
서비스자원연계 효과가 미미함을 확인하였다. 이는 이
재숙[24]의 연구과 상반된 결과로 현 서비스자원연계 
수준이 낮거나 연계되어도 서비스수준이 미흡함을 확
인하였다.

욕구요인으로는 치매질환이 있을 때 0.2배 상태 유지 
확률이 낮게 나타났다. 다른 질병(중풍, 골절)은 유의하
지 않았다. 최초판정등급이 낮을 때 등급변경자에 비해 
1.8배 등급유지될 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등급외
자의 세부등급(등급외 A, B, C)과 대상자의 신체기능상
태 등과 관련이 된다. 특히 등급외자 내 등급이 낮을수
록 등급외 유지 확률이 높은 점을 고려할 때, 등급외자 
C대상자부터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위의 결과를 종합하면 본 연구의 등급외자는 개인 및 

환경에서 기존연구[26]와 유사한 특성을 보였고, 등급
외 유지에서 소인성 요인, 촉진요인, 욕구요인의 영향을 
받았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지역사회 보건복지 자
원 연계에서는 등급에 주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
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기존 연구결과와 다른 양상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행 지역사회 자원연계는 대상자관리 
및 자원연계가 지자체와 공단으로 이원화되어 있기 때
문에 추가파악이 필요할 것이다. 

표 4. 등급외자의 등급유지에 관한 영향요인 분석

 주 : p*＜.05  p**＜.01 p***＜.001 ,  ( )는 기준집단을 의미함

Ⅴ. 결론 및 정책적 함의

본 연구는 장기요양 등급외 판정노인의 특성을 파악
하고 그들의 지속적인 재가생활을 위한 정책적 제안을 

구분 변수
Model 1 Model 2 Model 3

B OR B OR B OR

소인성
요인

연령 -.400*** .670 -.386*** .882 -.339*** .712
성별
(여성) -.245*** .782 -.231*** .815 -.202*** .817

거주지역
(도시) 0.44 1.04

5 0.40 1.04
0 .037 1.03

8
주거형태
(재가) -.247*** .781 .589*** 2.56

7 1.646*** 5.18
5

사망여부
(사망) -.731*** .481 -.689*** .501 -.614*** .541

재신청횟수 -.117*** .268 -.138*** .437 -.275*** .760

촉진
요인

동거가족
(독거) .718*** 2.05

0 .568*** 1.76
5

건강보험 
자격수준

(기초·의료·
경감)

.771*** 2.16
3 .633*** 1.88

3

서비스 
자원연계

유형
(연계)

.105* 1.11
1 .015 1.01

5

욕구
요인

주요 
질환

치매
(유) -1.320*** .267

중풍
(유) -.136 .873

골절
(유) .111 1.11

8
최초판정

등급 .595*** 1.81
4

constant -12.157 .157 -9.983 .032 -6.872 .001

-2log 
likelihood .0515 .078 .159

LR X² (df) 3.739(6)*** 5.654(9)*** 7.8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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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에 따라 등급외자의 등급
유지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요인을 분석하였다. 분
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등급외자의 등급외 유지와 관련하여 소인성 요인의 
연령, 성별, 주거형태, 사망여부, 재신청횟수가 등급유
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 거주지역은 유의하지 않았
다. 즉, 연령이 낮을수록, 남성이 여성보다 등급외 상태
를 유지할 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재가에 주거하는 등
급외자가 등급유지 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모델별 회귀
분석에서도 등급 재신청횟수가 높아질수록 등급유지 
확률은 낮게 나타났다.

촉진요인에서 독거여부, 건강보험 자격수준이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 서비스자원연계는 등급외 유지에 유의
하지 않았다. 즉, 독거노인이 가족과 동거하는 노인에 
비해 등급유지 확률이 높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일반대상자보다 등급외 상태를 유지할 확률이 높게 나
타났다. 그 결과 독거노인, 기초생활수급자는 상대적으
로 등급자 대상 장기요양보험 보다는 등급외자 대상 지
자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적용대상이 많을 확률이 높
다. 따라서, 비독거노인, 비기초생활수급자에 비해 등급
외자를 대상으로 한 지자체 돌봄서비스제공, 연계가 필
요할 것이다.

욕구요인에서 치매유무, 최초등급가 등급유지에 유의
한 영향을 미쳤고, 중풍/골절유무는 유의하지 않았다. 
즉, 치매가 없는 자가 치매가 있는 자에 비해, 최초 판
정받은 등급이 낮을수록 등급외 상태를 유지할 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
면 다음과 같다.

첫째, 등급외자 중에서 등급상향 확률이 높은 집단에 
대한 집중관리가 필요하다. 본 분석에서 나타났듯이 등
급외자 중 연령이 낮을수록, 거주지역은 유의하지 않았
듯이 지역보다는 대상자 개인특성이 등급변경에 중요
한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거주형태에서 재가에 거주하
는 등급외자의 등급유지 확률이 높아 재가에 있는 상태
에 있을 때 등급외자 집단 관리가 필요할 것이다. 등급
외자 중에서 여성집단이, 연령이 증가할수록 등급외자
에서 장기요양인정자로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재가 거
주·저연령·여성에 대해서는 등급외자에 대한 관리 및 

지원이 요구된다.
등급외자에서 등급자로 이동을 지연시키는 것은 대

상자의 건강한 고령화를 위해서, 지역사회 내 독립적인 
생활을 위해서 중요한 일이다. 재가거주, 저연령, 여성 
등급외자의 경우, 연령이 높아질수록 장기요양상태로 
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건강상태가 양호한 
등급외자 집단에 대한 대상자 관리가 필요한 이유이다.

또한, 지속적으로 장기요양등급 신청자는 급증하면서 
동시에 증가하는 등급외자의 집단특성이 주목할 필요
가 있다. 특히, 분석에서 독거노인과 기초생활수급자의 
등급외 상태를 유지할 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이들은 
등급외자 대상 지자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적용대상이 
될 확률이 높다. 따라서, 비독거노인, 비기초생활수급자
에 비해 다양한 돌봄 및 예방서비스제공, 연계가 필요
할 것이다. 이는 장기요양보험에서는 아직 없는 재가 
지역사회 거주노인에 필수적인 식사서비스, 이동지원서
비스 등이 더욱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28][29].

그리고 중앙과 지방에서 노인돌봄서비스 및 복지서
비스 연계, 제공이 이루어지고 있으나[12], 지자체별로 
재정차이로 인해 균일한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지 못 
하고 있다[12][24]. 또한, 서비스자원연계가 중요함에
도 현장에서는 연계, 제공할 자원연계 네트워크가 부족
한 편이다. 따라서, 제공서비스의 개발 및 제공, 연계가 
통합적으로 제공될 필요가 있다[21].

더 나아가 등급외자로 등급유지하는 집단에 대한 건
보공단에서의 대상자 관리도 강화될 필요가 있다. 지자
체에서 등급외자 대상 서비스제공을 하나, 초기 등급신
청부터 등급자 진입까지 모든 과정은 공단의 등급판정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25]. 분석에서도 나타났
듯이 이들은 가족과 동거하는 집단과 달리 등급재신청
횟수가 낮은 편이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실태파악이 
필요할 것이다. 또, 취약집단에서 대해서는 추가분석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등급외자의 질환특성 및 등급 재신청패턴에 대
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치매질환을 갖고 있는 대상자
는 등급유지 보다는 등급변경 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즉, 치매질환은 5등급, 인지지원등급 등으로 편입되기 
쉬운 질환으로 등급외자 집단에서 치매를 제외한 기타 
다른 질환을 체크할 필요가 있다. 일상적인 만성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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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노인층의 다빈도 질환에 대해 관리될 필요가 있다.
또, 등급외자는 등급판정결과에 따라 인정점수에 따

른 등급외 A, 등급외 B, 등급외 C로 구분이 되는데, 등
급외 C에 해당하는 사람이 등급유지 확률이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등급외자 중에서도 인정점수가 낮
은 대상자에 대해서 체계적인 지원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등급외자의 등급 재신청이 많았는데, 등급인정
자와 등급외자 구분에 따른 서비스내용과 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금이 다르다. 따라서, 개개인별로 맞춤형 서
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책임성이 전제된 개별노인에 대
한 케어매니지먼트가 필요할 것이다.

셋째, 등급외자에 대한 전달체계 개편이 요구된다. 현
행 제도에서 등급신청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노인맞춤돌봄서비스(복지부, 지자
체)로 이분화된 전달체계를 갖고 있다. 재원구분(보험, 
조세)이 다르긴 하지만, 이용자 입장에서 등급외자에 
대한 관리가 분산되다 보니 그들에 적절한 서비스제공
이 안 되고 있다. 특히, 지자체에서의 등급외자 관리가 
필수적이나 공단에서 대상자 통보를 받은 후에 적절한 
사례관리가 부족한 실정이다. 더구나 지자체에서는 서
비스연계를 해야 하지만, 전국 지역별로 서비스연계의 
편차가 심하고 서비스연계에 대한 파악이 잘 안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등급신청자에 대한 접수(intake)
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담당하나, 등급외자는 지자체
로 이관, 등급인정자는 공단에서 명확히 나눠지는 것에
서 비롯된다. 등급외자와 경증 등급인정자의 경계는 크
지 않으므로 두 집단간의 적절한 케어매니지먼트 및 지
역사회 재가서비스 제공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그에 대
한 전달체계 개편을 점진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는 한국도 네덜란드와 같이 경증 대상자
는 지자체 중심으로 장기요양 및 예방서비스를 제공하
고, 중증 대상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장기요양서비
스를 제공하는 방식도 고려해 볼만 하다. 이미 일본에
서는 요지원 등급을 신설하여 개호보험에서 예방서비
스를 제공하다가 최근에는 지자체에서 예방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전환한 바 있다. 네덜란드나 일본과 
같이 등급외자의 기능상태의 악화방지 및 시설입소 지
연효과를 위해서는 향후 지자체의 지역사회 내 서비스 

연계 및 제공이 중요하다 할 수 있다.
다만, 2020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가 시행되어 이전

보다는 나아질 것으로 보이나, 여전히 전달체계는 분절
된 상태로 해결되지 않고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등급인
정자와 등급외자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방식이 필요
할 것이다. 특히, 재가서비스 이용자의 경우에는 지자
체, 공단 구분 없이 등급자, 등급외자에 대해서 서비스 
제공 및 정보제공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 최근 지역사
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각종 보건복지 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는데, 등급외자에 대한 부분
이 더욱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정보공개 및 공단 원자료 확보차
원에서 2016-2017년의 등급외자만을 대상으로 분석
하였다는 것이다. 2016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대상자를 분석함으로써 2018년 1월 1일에 
대상자로 진입한 인지지원등급에 대해서는 분석하지 
못 하였다. 2018년 인지지원등급이 신설되었으나 진입
한 대상자가 많지 않다는 점과 분석시기 등으로 인해 
본 연구에서는 제외되었다. 따라서, 향후 다른 연구에서
는 인지지원등급도 포함한 연구가 필요하다. 또, 서비스
자원연계 후 노인돌봄서비스 이용자료가 있으면 다양
한 분석이 가능하겠으나, 자료미비 및 자료연계 문제로 
분석이 불가능하였다. 향후 공단과 지자체간 정보자료
연계가 잘 되면 이 부분도 향후 연구로 가치가 있을 것
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그동안 등급외자에 대
한 실증분석이 전무하였던 상황에서 1-5등급체계 하에
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전국민 데이터를 활용하여 등
급외자의 등급유지 영향요인에 관해 분석하였다는 점
에 그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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