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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오늘날 건강의 개념은 ‘질병이 없는 것’에서 ‘심신 상태에 따라 삶의 질(Quality of life)이
최대한 확보된 상태로 생활하는 것’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 건강한 아기의 안전한 출산에서부
터 허약한 노인들의 보살핌에 이르기까지, 보건의료시스템은 평생 동안 사람들에게 필수적이
고 지속적인 책임을 지고 있다. 이는 개인, 가족 및 사회의 건강한 발전에 중요하다.1)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인 현상인 인구 고령화와 만성질환 유병률의 증
가는 보건의료시스템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은 보살핌에 대한 욕구가
높고, 짧은 기간이더라도 그 시간 동안 상당한 의료비를 지출한다. 여기에 인간의 기대수명이
증가하면서 보살핌이 비교적 덜 필요한 건강한 사람들조차 늘어난 수명만큼의 시간동안 절대
적인 의료비 지출이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사회 정책의 전 영역에서 예방, 치료 및 생활 지
원을 통합하여 국민의 건강증진을 달성하려는 사회시스템 구축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우리 사
회는 동시에 하나 이상의 질병을 지니거나, 만성질환을 가진 사람들의 수가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복합만성질환자와 노인의 건강관리 요구를 적절하게 해결하지 못하면 불필
요한 입원과 의료비의 증가, 더 나아가 사망률 증가 등 환자와 보건의료시스템 모두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의료ㆍ복지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와 서비스를 결합하
는 통합 돌봄에 대한 요구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특히 노인을 위한 통합 돌봄은 90년대 서구
선진 국가들의 건강관리 정책 개혁에 공통되는 개념으로 WHO, OECD 등에 의해서도 적극적
으로 추진되었다.2)3)
우리나라 의료ㆍ복지 서비스는 대체로 각 영역별로 분절적으로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서비
스가 필요한 사람들의 요구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효과적인 서비스 제공이 이루
어지고 있지 않아 이로 인한 자원 낭비 요소가 존재한다. 또한, 의료ㆍ복지 서비스 제공자들
간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으며 명확한 접점이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어느 쪽도 복합적인
돌봄 욕구를 가진 대상자(이하 돌봄 대상자)의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단편적이고 분
절적인 관리만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받으면서도 정작 자신이 필요한 서비스를 받지 못한다고 느껴 실망하게 되고, 일관성 없
는 목표 아래 제공되는 다양한 서비스들로 인해 혼란이 가중된다.
1) WHO(2000). Health Systems: Improving performance(World Health report 2000).
2) Gröne, O. and Garcia-Barbero, M. (2001) ‘Integrated care: A position paper of the WHO European
office for integrated health care services’,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grated Care 1(1).
3) Hofmarcher, M.M., Oxley, H. and Rusticelli, E. (2007) “Improving health system performance through
better care coordination”, OECD Health Working Paper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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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우리나라 지역사회 통합 돌봄
1. 전통적인 건강관리
전통적인 건강관리는 의료와 복지가 분절된 계층적 구조 하에 상당히 독립적으로 작동한다.
또한 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을 중심으로 연계ㆍ통합적으로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공급자 중
심으로 분절된 업무 영역에 국한하여 기관별ㆍ사업별로 단편적으로 제공되었다.
전통적인 건강관리체계에서 의사의 역할은 진단 및 치료에 관한 권고 사항을 제공하는 것으
로, 일반적으로 간호 및 돌봄 서비스의 지원은 다소 제한되어 있다. 마찬가지로, 간호사 및 복
지 전문가 등도 매우 뚜렷한 역할을 가지고 있었으며, 환자가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것은
매우 제한적이었다. 따라서 각 업무 영역에 관한 의사결정에 있어 환자나 그들 서로 간에 협
업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인의 가정에서 생활하는 환자는 기본적으로 자신의 건강에
대해 책임을 지지만, 대부분의 환자가 치료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
해나 명확성이 거의 없다. 전통적인 건강관리는 업무 영역을 넘어 통합하고 조정하려는 시도
를 하지 않았는데, 특히 대상자의 건강상 중요한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평가하여 서비스 중복
을 피하고, 연속성을 고려하여 지역사회 서비스를 조정해주거나 지침을 제공하는 사람이 없었
다. 따라서 건강관리가 필요한 대상자 측면에서 각 영역의 서비스는 너무 광범위하게 분산화
ㆍ단편화 되어 있어 어떤 서비스를 받아야 할지 결정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고 적시에 필요
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림 1] 전통적인 건강관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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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팀 기반 통합 돌봄
가. 통합 돌봄의 개념 및 범주
통합 돌봄은 돌봄 대상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상자 중심으로 의료, 요양, 돌봄, 주거
등 의료ㆍ복지 분야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연속성에 초점을 두고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관계 구축을 통해 대상자가 살아온 곳에서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으며 생의 마지막까지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통합 돌봄은 어떤 서비스가 필요한지, 누가 그러한 서비스를 가장 잘 제공하는지, 그리고
대상자 접근이 어떻게 촉진되는지에 대한 결정에 기초한다. 그러나 만약 다양한 부문의 서비
스를 적절하게 통합하거나 조정하지 않으면 치료 및 보살핌이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기
회를 놓칠뿐만 아니라 인적ㆍ재정적 자원을 포함한 다양한 자원이 낭비될 수 있다.
통합 돌봄을 도입한 대부분의 국가들은 우선적으로 의료분야 임상 영역에 있어서의 통합과
시스템화를 실현하고, 다음으로 그 지역 의료권으로 확대하여 돌봄 영역까지 통합의 범위를 확
대하였다. 통합 돌봄 서비스는 제공자와 서비스 사이의 협업과 협력을 포함하며, 단일 제공자를
넘어 ‘의료 이웃(medical neighbourhood)’으로 확장된다. 통합 돌봄을 위한 ‘의료 이웃’에는
의료인 및 복지 서비스 제공자, 자원봉사자, 지역사회의 기업, 공공인력 등이 포함된다.
의료 이웃에 포함되는 범주에서도 살펴볼 수 있듯이, 보건의료 부문 간 연결뿐만 아니라 사
회복지를 포함하는 ‘연결 메커니즘’을 구축하는 것은 보다 효율적이고 돌봄 대상자 지향적인
시스템을 위해 필수적이다. 통합의 과정은 전형적으로 서로 다른 수준에서 동시 조치가 필요
하고, 서로 다른 기능을 수반하며, 각각의 다른 단계에서 발전한다.
미시적(Micro) 수준의 통합은 개인 중심의 의료와 복지에 대한 전체론적이고 조정된 접근
방식으로 전문가의 적극적인 참여와 자기관리 능력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서비스 통합은
시간, 공간 및 각 영역에 걸쳐 맞춤화되고 일관성 있는 서비스 제공이 보장되어야 하며, 질병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으로 지원하기 위해 접근법, 평가도구 등이 전반적인 의료와 복지를 고
려해야 한다. 따라서 미시적 수준 통합은 연속성에 기반한 서비스 제공자의 집단적 조치가 필
요하다. 중간(Meso) 수준의 통합은 전문가, 조직 그리고 그들이 제공하는 인구 기반 통합 돌
봄 구조의 기초가 형성된다. 통합 돌봄 모델은 지역 사회에 국한하지 않고 돌봄 대상자의 요
구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고 공식적ㆍ비공식 지원 제공자 간에 이용 가능한 자원을 묶음으로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전문적 차원에서 의료 및 복지 기관 간의 파트너십이 필요하다.
이러한 파트너십은 대상자의 요구에 대한 총체적 접근을 가능하게 한다. 조직 통합은 의료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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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전문가들 간의 협력을 저해할 수 있는 조직의 경계를 극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마지
막으로 거시적(Macro) 수준의 통합은 전체 인구 대상 통합 돌봄을 제공하는 모든 시스템의
통합이다. 기능적ㆍ규범적 통합은 중간 및 거시적 수준에서 수행된다. 기능적 통합은 정보 관
리, 숙련된 리더십, 품질 향상 등 지원 기능의 조정에 중점을 두고, 규범적 통합은 통합적 마
음가짐과 공통적인 가치관 생성을 포함하는 덜 유형적이지만 필수적인 차원이다.4) 따라서 완
전한 통합 돌봄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국지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의 복잡성을 고려하여 통합 돌
봄을 촉진하고 중간 및 거시적 수준에서 실행을 지원하는 규제, 책임 및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

출처 : Dijk, Hanna, Cramm, Jane, and Nieboer, Anna. “How to Build an Integrated Neighborhood Approach to
Support Community-dwelling Older People?”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grated Care 16.2 (2016): 4

[그림 2] 통합 돌봄의 통합 수준

앞에서 살펴본 통합의 수준과 같은 맥락에서 통합은 그 강도에 따라 개별 환자 수준(돌봄
프로세스: 임상통합, 전문직 통합), 지역 돌봄 사업자간 관계 수준(사업자간 협조: 조직 통합),
정책수준(법률, 재원, 의사소통 과정: 시스템 통합)의 통합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전략과 방법론이 다양하다. 특히, 조직 통합과 시스템 통합에 있어서는 연결(linkage), 조정ㆍ
연계(coordination), 완전한 통합(full integration)과 같은 연결 강도 단계에 대한 합의를 얻
4) Dijk, Hanna, Cramm, Jane, and Nieboer, Anna. "How to Build an Integrated Neighborhood Approach to
Support Community-dwelling Older People?"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grated Care 16.2 (201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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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 중요하다.
구체적으로 연결(Linkage)은 긴급성을 요하는 대상자를 선별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의
료인은 환자 진료 및 검사를 통해 필요한 요구를 확인하고 비의료인은 의사가 지시한 사항을
환자가 제대로 수행하지 않을 때 의료인에게 관련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연결이 실행된다. 조
정(coordination)은 급성기 의료시스템 및 기타 시스템 전반에 걸쳐 의료와 돌봄 서비스를
조정하기 위해 조직과 개별 관리자로 구성되어 있다. 조정은 연결보다 조직화된 통합 형태이
지만 여전히 현 시스템의 분리된 조직 하에서 주로 작동하며 단기 돌봄과 장기 돌봄 서비스를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받는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 또한, 시스템 간의 마찰, 혼란 또는
불연속성을 확인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조와 프로세스를 수립한다. 완전 통합(full
integration)은 여러 시스템의 자원이 통합되어 새로운 프로그램 또는 조직을 만드는 것으로,
기존 시스템의 서비스와 편익을 더 잘 조정하기보다는 자원 관리를 통해 직접 운영하는 새로
운 서비스를 창출한다. 시스템 간에 정보를 공유하는 대신, 제공자들이 공통 정보를 생성하여
활용한다. 완전 통합은 전문화된 유형의 개입, 신속한 접근, 지식 있는 전문가들 간의 긴밀한
협력 등이 수반되어야 한다.

출처 : Leutz WN (1999) ‘Five laws for integrating medical and social services: lessons from the United
States and the United Kingdom’, Milbank Quarterly 77(1), 77–110.

[그림 3] 통합 강도에 따른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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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통합 돌봄에서 팀 기반 접근의 중요성
통합 돌봄을 통한 건강관리에서는 팀 기반 접근이 중요하다. 그 이유는 첫째, 양질의 포괄
적인 건강관리 접근은 누구에게나 중요하지만, 특히 복합 질환을 가진 사람들에게 팀 기반 건
강관리는 필수적인 도구로 널리 인식되고 있으며 환자 중심적이고 효과적인 서비스 제공 시스
템을 구축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중요하다. 둘째, 제한된 자원 하에서 대상자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여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가능한 한 가장 효과적이고 적합한 건강 자
원을 결정하고 적용하는 것이 과제이자 의무가 되었기 때문이다.
개인에 따라 질병 증상은 각각 차이가 있지만, 신체적 문제와 동시에 심리적ㆍ사회적ㆍ정신
적인 문제를 동반한다. 예를 들어 질병이 재발하지는 않는지, 약에 대한 불안이나 퇴원 후 식
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운동량은 어느 정도 하면 되는지, 직장 생활을 수행할 수 있는지,
가족간병은 가능할지 등의 다양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다양한 직종의 전문가들이 돌
봄이 필요한 대상자의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함으로써 다방면의 전문적인 입장에서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보건의료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회로의 복
귀를 도울 수 있다. 통합 돌봄에서 팀 기반 접근방식은 의사, 약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
치료사, 사회복지사, 심리상담사, 작업 및 언어 치료사, 지역사회 공공기관 및 지원인력, 대상
자, 가족, 간병인 등이 통합 돌봄 팀의 구성원이 되어 대상자 개인의 전반적인 건강에 중점을
두고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팀 구성원 간의 의사소통을 강화하고 대상자에
게 자신의 건강관리 방법을 체계적으로 교육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치료와 돌봄에
대한 접근방법을 개선하는 것이다.

[그림 4] 지역사회기반 통합 돌봄 협업 모델

- 6 -

일반적으로 통합 돌봄은 팀 기반으로 대상자 및 가족과 함께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접근하
며 다중 영역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통합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한다. 학제 간 전문성을 바탕
으로 여러 분야가 함께 협력하는 환자 중심의 접근 방식은 치료의 결과와 질 개선, 중복 투자
비용 억제, 건강관리 오류 감소 및 환자 경험 개선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단독 제공자 사고방
식에서 팀 기반 접근 방식으로 초점을 변경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양질의 팀 기반 통합
돌봄 서비스 제공을 구현하는 것에는 많은 비용과 자원이 소요된다. [그림 5]는 환자 및 가족
의 돌봄 요구의 복잡성과 통합 돌봄팀 구성원의 다양성 사이의 관계를 개략적으로 나타낸 것
이다. 통합 돌봄 팀은 최대 효율로 작동하기 위해 상당한 투자가 필요한 복잡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팀 기반 서비스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건강 결과 측면에서 이익이 더 발생하는 상
황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 따라서 통합 돌봄 팀과 서비스의 구성은 대상자 및 가족의 요구와
지역 자원에 따라 맞춤화해야 한다.

출처 : Mitchell P, Wynia M, Golden R, McNellis B, Okun S, Webb CE, et al. Core Principles
and Values of Effective Team-Based Health Care Discussion Paper. Washington, DC:
Institute of Medicine; 2012.

[그림 5] 환자 요구의 복잡성과 해당 돌봄 팀 구성원의 다양성 사이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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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통합 돌봄 팀의 기본 요소
팀 기반 통합 돌봄에 필수적인 요소인 공통의 목표는 팀의 업무를 안내하는 로드맵의 역할
을 한다. 또한 업무를 수행하고 목표를 달성하려면 팀 구성원 간의 명확한 역할, 상호 신뢰
및 효과적인 의사소통, 측정 가능한 프로세스와 결과가 필수적이다.

① 공통의 목표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가 협업의 핵심이다. 통합 돌봄은 의료ㆍ복지의 다학제적 전문
가들이 팀을 구성하여 연계와 협력 정도에 따라 성패가 결정된다. 팀이 공통의 목표를 달성하
려면 기본적으로 대상자와 가족이 팀 구성원으로 활동하면서 목표를 설정하고 개선하는 작업
에 참여해야 한다. 따라서 환자, 가족 내의 간병인, 가족 그 자체를 팀의 필수 구성원으로 참
여시키고 그들의 의견을 존중해야한다. 성공적이고 효과적인 팀 기반 건강관리의 기초는 대상
자에게 제공하는 모든 활동에서 팀 전체가 명확한 목표를 공유하고 이행을 위해 노력하는 것
이다. 하지만 대상자, 가족 내의 간병인, 가족의 적극적인 참여와 목표를 공유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팀은 임무, 목표, 성과를 환자와 가족의 필요와 관점에 따라 원활하게 구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 요소는 가장 미래 지향적인 팀 기반 통합 돌봄의 핵심 원칙이다.6) 완
전한 논의를 하기 위해서는 팀이 수행할 수 있는 모든 유형의 서비스에 대해 대상자 및 가족
이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그리고 팀은 공유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진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대상자 및 가족 구성원들과 협력하여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 과정은 팀 모두가 공유된 목표의 적용 가능성을 주기적으로 재확인하고 의도를 명확
히 하여 오해 소지를 예방할 수 있다.

② 명확한 역할
팀을 관리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특히 팀 구성원(의사, 약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심리상담사, 작업 및 언어 치료사, 지역사회 공공기관 및 지원인력,
환자, 가족, 간병인 등)이 늘어나면 더욱 어렵다. 팀의 구성원은 각기 다른 배경에서 왔으며,
각자의 환경에 존재하는 전통적, 문화적, 조직적 규범의 영향을 받았다. 또한 각자의 분야에서
실무를 경험하면서 획득한 특정한 지식, 기술 및 행동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팀 구성
원들은 팀의 공유된 목표 달성을 지원하기 위해 어떻게 부문별 역할과 책임을 극대화할 수 있
6) Mitchell PH, Hall LW, Gaines ME. The social compact for advancing team-based high value health care.
Health Affairs Blog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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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지에 대한 깊은 이해와 존중이 필수적이다. 특히, 팀 차원에서 대상자와 가족은 여러 면에
서 팀의 독특한 구성원이기 때문에 팀 구성원으로 완전히 통합하기 위한 세심한 계획이 필요
한 특별한 과제이다. 팀 구성원들은 대상자와 가족들이 건강관리 분야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및 훈련을 받지 않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의사소통을 해야 하며, 대상자와 가족들 또한 팀 구성
원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들이 전문 용어로 의사소통하는 것에 대해 그들을 이해해야 한다.
또한, 팀 구성원의 역할은 기능뿐 아니라 전문적 능력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대상자와 가족은
이러한 역할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어야 한다. 팀 구성원이 다양한 대상자를 만나 적응해야 하
는 것처럼 대상자와 가족은 각각의 팀 구성원의 규칙과 관습을 배우려고 노력해야 한다.
팀 구성원은 대상자와 가족의 욕구를 기반으로 한 공통된 목표를 바탕으로 역할과 책임이
결정되고, 자원 활용의 극대화를 위한 계획을 세우고 계획 실행에 대한 자율성이 부여되어야
한다. 팀 구성원의 전문성과 기술은 대상자의 욕구에 맞게 조정되어야 하지만, 의도하지 않거
나 예상치 못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를 인식하는 것도 중요하다. 뿐만 아니라, 팀 구
성원의 경험과 기술이 중복되어 역할과 책임에 대한 혼란이나 갈등의 가능성이 높아져 환자에
대한 오해가 생기거나 돌봄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이를 위해 팀 구성원은 역량, 관심사 및
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있도록 개별 구성원의 수준과 능력에 대한 솔직하고 지속적인 의사소통
이 필요하다.
팀 구성원 간의 역할과 책임 사이에는 적절한 균형이 필요하다. 역할과 책임은 명확하게 정
의하고 명시적으로 부여해야 하지만, 팀 구성원은 필요에 따라 유연성을 발휘해야 한다. 팀
구성원의 일시적 부재가 발생했을 때 적절하게 대응할 수 없다면, 팀은 원활하게 작동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책임과 창의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역할이 부여되어야 하지만 필
요시 원활한 대체가 가능하도록 팀 내에서 효과적인 의사소통과 유연성이 구축되어야 한다.

③ 상호 신뢰
팀 구성원은 상호 신뢰를 통해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가장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을 가능
하게 하여 공통의 목표를 달성 할 수 있다. 팀 구성원은 정직, 규율, 창의성, 겸손, 존중이라
는 일률적인 가치관을 공유함으로써 신뢰를 확립하고 유지할 수 있으며, 상호 지속적인 학습
환경 조성을 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팀 구성원 선정 기준으로 가치가 우선시 되는 것은 신뢰
를 바탕으로 하는 환경을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기본적으로 상호 신뢰는 효과적인 의사
소통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가능하며, 상호 신뢰와 효과적인 의사소통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
어 상호적으로 뒷받침된다.

- 9 -

④ 효과적인 의사소통
효과적인 의사소통은 높은 성과를 내는 팀의 특징이다. 팀은 의사소통을 우선시하고 지속적
으로 조정해야 한다. 팀 구성원이 정확하고 신속하게 정보를 교환하거나 이해할 수 없는 경우,
후속조치에 있어 효과적이지 않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팀 의사소통은 대면 미팅
과 같은 직접적인 의사소통에 국한되어서는 안 되며, 가능한 다양한 의사소통 채널을 사용해
야 한다. 팀 의사소통의 목적은 정보 공유이며, 기술적 정보와 감정적 정보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추상적이거나 막연한 정보는 오해와 왜곡의 위험이 있으므로 공유된 정보를 팀
구성원이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게 전달해야 한다.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모든 대상자와 가족을 포함한 팀 구성원이 회의에 동등한 자
격을 갖고 자유롭게 참석 가능해야 하며, 적극적으로 서로의 말을 경청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배우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 이를 통해 필요한 정보를 공유할 때 전문가 간 협력이 촉진된다.

⑤ 다학제적 팀의 리더십
통합 돌봄은 대상자 중심의 시간, 공간 및 각 영역에 따라 역할과 책임을 수행하는 다학제
적 팀 구성원이 특징이기 때문에 팀 기반 통합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세심한 설계
가 필요하다. 통합 돌봄 팀을 구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효율적으로 팀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팀을 이끌 리더십이 필요하다. 팀에
서 리더십은 전통적인 위계질서를 위해서가 아니라 팀의 필요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보건
ㆍ의료ㆍ복지 관련 특정 업무에 효과적인 팀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임상 결정을
내리는데 필요한 일련의 기술과, 대상자의 신체적ㆍ정신적ㆍ환경적으로 필요한 요소를 평가하
고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하다. 통합 돌봄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식의 필요성
을 명확히 이해하고 대상자 중심의 전체 서비스를 구상하여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할 수 있는
조정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리더가 필수이다.

라.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통합 돌봄 구축을 위한 고려사항
통합 돌봄의 목적은 돌봄 대상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최우선이며, 지역의 의료ㆍ복지
에 대한 관리 능력을 강화하고 지역마다 한정된 재원과 인력을 최대한 효율적ㆍ효과적으로 운
용함으로써 사회 보장비용의 증가를 억제하는 것이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향성을 제
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관련 정책을 수행하는 것은 지속가능한 시스템 구축을 어렵게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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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통합 돌봄의 핵심은 통합 돌봄을 필요로 하는 대상자에 대한 대응이다. ‘거동이
불편하여 요양ㆍ간병이 필요한 상태가 되어도 시설이 아닌 정든 지역에서 편안한 삶을 지속하
도록 의료ㆍ간병ㆍ요양ㆍ생활지원 일체를 제공한다’라는 슬로건 하에 백화점식 서비스를 제공
하는 방식으로는 통합 돌봄 정책이 성공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회의 요구에도 맞지 않다.
또한 ‘국가가 아닌 지역 특성을 중심으로 한 지역 자율형 통합돌봄 모형 구축’, ‘직역과 업종
의 울타리를 넘어 면밀하게 연계’한다는 말들은 그럴 듯 해보이지만 막상 현장에서 정책을 시
행하게 되면 극명한 어려움을 마주하게 된다. 서비스 제공자들은 대부분 민간사업자들로, 동일
지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협력자, 연계사업자인 동시에 상업적 경쟁자이기도 하다. 따라서
정책 추진 방향과 다르게 연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오히려 더 많은 사회 보장비
용의 증가를 가져올 수 있다.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통합 돌봄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① 통합 돌봄 관련 재원과 인력
고령화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는 점차 증가하는데, 이에 사용할 수 있는 재원과 인력
은 한정적이다. 최근 많은 정책들이 사회보장 내실화, 복지 국가 추진을 기치로 내걸고 있다.
또한 COVID-19 팬데믹 등으로 인해 초고령 사회가 본격화되기도 전에 사회보장 재정뿐만 아
니라 전체 재정이 부족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수요의 증가에 맞게 필요한 서비스 대상과
종류를 정비하면 된다고는 하지만 현실은 단순하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대상자의 기대치를 충
족시키기 위해 밀착형 서비스를 늘려야 한다는 발상은 매우 위험할 수 있다. 정책 초기에는 서
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참여집단이 많을 수 있지만 비전이 없다면 그 기세는 수그러들기 마련이
다. 막연히 통합 돌봄 서비스 제공자를 모집하는 것이 아니라 장례 수요 추계, 돌봄 인력 확보
전망 등의 기본 정보를 공개하는 동시에 인재 확보를 위한 지자체로부터의 지원책, 사업자간
연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지역사회 통합 돌봄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공정성’, ‘효과성’, ‘지속성’, ‘투명성’ 등의 관점이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각 지역에서 제한된
재원과 인력을 활용해 서비스 양과 질 향상을 얻기 위한 관리를 추진해 나가야한다.

②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인구 고령화에 대한 위기의식 및 장기적인 계획
지금까지 우리나라 대부분의 정책들은 중앙 집권형으로 중앙정부가 모든 정책 계획을 결정
하고, 지방정부가 시행하는 형태였다. 그래서 많은 지방정부가 중앙에 대한 의존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책임감을 갖고 주도하는 의식이 형성되기 어려웠다. 이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의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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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벽이다. 초고령 사회의 문제는 앞으로 수십년 이상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 지역 안에서도
서비스 편차, 지역 불균형 등 다양한 과제가 산적하다. 그러나 국가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이미
통합 돌봄 선도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지자체에서조차 통합 돌봄 대상자 수요 예측 및 재정
전망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이는 ‘향후 몇 년 후에는 65세 이상 고령자가 몇 %로 늘어날 것
이니 제공 서비스의 수요도 몇 % 늘어날 것이다. 따라서 통합 돌봄 예산도 몇 % 늘려야 한
다’는 단순 계산 접근 방식으로는 안 된다.
앞으로 모든 지자체에서 중증요양노인, 치매 노인, 거동불편 인구 등이 증가하나 이에 맞추
어 서비스 양을 늘리는 것은 가용할 수 있는 재원과 인력의 한계로 결코 쉽지 않다. 그러나
정부 및 지자체는 사전에 돌봄 수요를 예측하거나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수요에 맞춰 필요한
서비스 양을 조절하고 모든 서비스를 균형 있게 배치하겠다는 청사진만 그리고 있다. 이런 임
기응변식 대응 정책은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다.
향후 우리나라는 인구고령화와 인구 감소라는 두 가지 큰 과제에 직면할 것이다. 지속 가능
한 통합 돌봄을 위해서는 적어도 10년 후, 15년 후에 인구 구성 변화와 돌봄 수요가 얼마나
증가할지를 예측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매년 연도 계획, 3년 단위의
중기 계획, 10년 단위의 장기 계획을 세워 각 지자체마다 지역별ㆍ성별ㆍ연령별 분포를 고려
한 자원 선택과 집중에 힘써야 한다.

③ 지역케어회의의 역할
의료와 복지 연계를 통한 효율적인 통합 돌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역케어회의가 필수이
다. 지역사회 통합 돌봄 시스템은 일반적으로 단일 사업장에서 제공하는 단일 서비스만으로
지탱되는 것이 아니라 통합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의 상태와 가족, 주거환경 등에 따라 다양한
지역 자원을 접목하면서 지탱된다. 이러한 복합적인 지원을 실현하는 것은 지역의 다양한 주
체와 직종 간의 연계이다. 각 주체 간, 직종 간의 연계에는 다양한 단계가 있다. 현재 우리나
라는 병원 간호사들이 퇴원 조정 시 지자체의 지역사회 통합 돌봄 관련 담당자나, 지역케어회
의에 연락하는 등 ‘연결(Linkage)’ 수준의 연계가 기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는 서비스 제공의 기능적 연계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의료ㆍ간병에 걸친 서비스 제공 주체가
적절하고 정기적으로 정보 공유를 도모하는 ‘조정(Coordination)’ 수준, 그리고 결국 정보가
일원화되는 ‘통합(Integration)’ 수준으로 끌어올려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서는 지역케어회의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단 하나의 지역케어회의만으로 구축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실무적인 관점에서 읍ㆍ면 단위의 지역케어회의에서부터 지자체 단위의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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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지역케어회의까지 여러 수준의 지역케어회의가 이어져야 비로소 통합 돌봄이 구축되는 것
이다. 즉, 개별적 차원의 어려움에 대한 해결 및 대응력뿐만 아니라 네트워크의 강화, 지역 과
제의 발견, 자원 개발, 정책 형성까지 연속적으로 연결되어야 지역 특성에 따른 통합 돌봄 시
스템 구축이 실현된다. 그러나 우리나라 현재 상황은 지자체 단위의 최종 지역케어회의만 형
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각종 단체의 이익 실현 창구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
양질의 보건의료ㆍ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그와 관련된 다양한 전문직과 연계하여
통합 돌봄 대상자의 욕구에 맞추어 서비스를 통합ㆍ제공하는 체제가 요구된다. 이러한 전문직
종 연계를 전문직간 협동(Interprofessional Work, IPW)이라고 하며,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
라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단순히 의료서비스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복합적인 문
제를 지닌 환자에 대해서는 대상자 개별 및 지역 사례를 위한 지역케어회의의 정기적인 개최
를 요청하고, 의학적 근거에 기초한 전략을 추진하기 위해 1차 진료 의사를 중심으로 통합 돌
봄 참여 전문직과의 긴밀한 연계를 강화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통합 돌봄에 대한 개념은 하루아침에 갖춰지는 것은 아니다. 지역케어회의는 효과적인 연계
서비스 제공뿐만 아니라 진정한 의료ㆍ간병 연계를 추진하기 위한 다직종 교육(IPE:
Interprofessional Education)을 기획하고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노력을 강구해야 한다.

④ 지역사회 통합 돌봄의 성공 열쇠인 의사회와 1차 진료 의사의 중요성
초고령 사회를 대비한 지역사회 통합 돌봄을 구축하기 위해 중요한 것은 지자체와 시ㆍ군ㆍ
구 의사회가 수레의 양 바퀴처럼 유기적이어야 한다. 지자체는 지역사회의 통합 돌봄 수요와
재정ㆍ인력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여 가능한 통합 돌봄 네트워크를 구상해야 한다. 구 의사회
는 지역의 상황을 파악하고, 여러 구 의사회가 협력하여 다 직종 제휴의 구심점이 됨과 동시
에 지역주민, 대학, 연구 기관 등과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그리고 시ㆍ군 수준의 규
모가 있는 의사회는 구 의사회를 지원해야 한다.
지역사회 통합 돌봄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1차 진료의 역할이 성공의 열쇠가 된다.
지역사회 통합 돌봄 정책으로 지역 주민의 건강을 전반적으로 지원하고, Total health
planner로서의 의사의 역할이 필요하다. 특히, 지자체가 통합 돌봄 네트워크를 구상하면 다
직종의 연계를 위한 리더가 필요한데, 이것이 의사가 수행해야 할 주요 역할이다.
지역사회 통합 돌봄은 소속도 다른 다양한 직종이 관여하기 때문에 이들을 총괄하는 의사에
의한 의학적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의사의 의학적 관리를 기반으로 지역의 방문 간호사나 돌
봄 분야의 전문가들과 수평적 연계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입원 의료ㆍ외래 의료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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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 의료 등은 일련의 흐름 속에 있다. 특히 1차 진료 의사가 다 직종 전문가와 연계하여 환
자의 가족과 생활 환경, 지역 복지 서비스의 정보를 파악하고 필요한 입원 의료 보장과 사회
기반의 정비를 요청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통합 돌봄 서비스를 수행할 때, 비로소 지역 특성
에 맞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 시스템의 원활한 작동이 가능하다.
지역사회 통합 돌봄은 노인만을 대상으로 한 시스템이 아니다. 1차 진료 의사는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전 세대의 건강을 아우르고 있다. 따라서 지역사회 통합 돌봄 시스템에서 가장 핵심
이 되어야 할 것은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가 주로 진료를 받는 ‘1차 진료 의사의 의견서’이다.
1차 진료 의사 의견서는 통합 돌봄 대상자의 건강상태와 생활환경 정보에 관한 귀중한 정보
자원이 된다. 의료적 기능인 질병 관리는 물론, 사회적 처방을 포함한 1차 진료 의사 의견서
의 활용은 존엄성의 보장과 자립 지원의 관점에서 통합 돌봄 시스템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부
분이다. 예를 들어 1차 진료 의사가 알츠하이머형 치매 독거 노인을 진찰하였는데, 환자가 반
강제적으로 집에서만 생활하고 있는 상황으로 인해 심신에 악영항을 미치는 경우, 방문 간호
사 및 사회복지사에게 ‘낮 시간의 생활 정보’ 및 ‘일상생활 지원 필요성’을 제안하는 사회적
처방을 내릴 수 있다.
따라서 통합 돌봄 대상자의 돌봄 계획을 수립할 때 1차 진료 의사 의견서의 내용이 기초가
되어야 한다.

⑤ 감염병 등 공중보건 위기 시, 통합 돌봄 서비스 대응
이미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이 전세계에 걸쳐 확산되고 있는 현재 상황은 지역뿐만 아니
라 국가 차원의 거시적인 의료체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감염에 있어서 재택 의료나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고령자, 혹
은 신체적 장애를 가진 환자는 가장 높은 위험성을 가진 집단이다. 게다가 통합 돌봄 서비스
의 대상자 자택이라는 밀집, 밀접, 밀폐 등 '3밀' 환경 속에서 서비스가 제공된다. 이에 대상
자들은 통합 돌봄 서비스 제공자를 통해 오히려 코로나19에 감염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공포심을 느낄 수밖에 없다. 당연히 서비스 제공자들 역시 대상자들로부터 감염될 수 있다는
불안감과, 반대로 신체적으로 약한 대상자에게 바이러스를 옮기는 매개 역할을 하게 되는 것
아닌가란 두려움 속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통합 돌봄 서비스 제공자들은 다양한 전문
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나 의료인에 비하면 감염 예방 등에 대한 교육이 충분하지 않다. 이런
상황이 장기화되면 재택의료나 돌봄 서비스의 질 저하는 물론이고, 만약 그 중에서 감염이 발
생하면 짧은 시간에 지역에서 감염이 확대 될 수 있다.

- 14 -

현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감염 차단이다. 따라서 코로나19와 같은 공중보건 위기
시에는 지역의사회와 지역케어회의를 중심으로 대상자의 중증도 및 긴급 상황 여부를 지속적
이고 정교하게 모니터링하여 감염병 조기 발견 및 돌봄 사각지대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필
수 서비스를 제한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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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리나라 지역사회 통합 돌봄의 문제점
우리나라는 2017년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의 비중이 14%를 넘어서며 고령사회에 진입하
였으며,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의료ㆍ돌봄 요구가 높은 만
성질환을 가진 노인 및 치매 인구 수 증가, 고령 단독ㆍ부부 가구 증가 등 노인 인구의 생활
양식에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어떻게 생의 마지막까지 정든 지역에서 존엄한 삶을 유지할
것인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2018년 정부 업무보고에서 일본의 통합 돌봄 모델인 「지역포괄케
어시스템」과 매우 유사한 정책인 ‘커뮤니티케어’ 추진 계획을 발표한 뒤, 같은 해 11월 노인
을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 통합 돌봄(1단계: 노인 커뮤니티케어) 기본계획’을 발표하였다.
정부가 정의한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케어)은 돌봄이 필요한 주민(노인, 장애인 등)이
살던 곳에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
록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독립생활의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지역주도형 사회서비
스 정책이다. 이에 따라 2019년 6월부터 2년간 국비(약 64억 원)와 지방비를 1대1 매칭한 예
산으로 지역 자율형 통합 돌봄 모형을 만들기 위해 선도사업을 실시할 8개 지방자치단체를 선
정하였다. 하지만 정부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 지자체 8곳 외에 기존 계획에 없던
‘지역사회 통합 돌봄 노인 예비형 선도사업’이라는 명칭 하에 8개 지방자치단체를 추가 선정
하여, 노인 예비형에 선정된 지자체는 오롯이 지방비를 사용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발표하였다.
그러나 2019년 9월 지역사회 통합 돌봄 노인 예비형 선도사업이 ‘2차 선도사업’이라는 명칭
으로 바뀌고 예산 추경을 통해 국비 약 31억 5천만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됨에 따라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에 국비와 지방비를 통틀어 약 190억 원의 국민 세금이 들어가게 되었다.
문제는 이렇듯 많은 국민의 세금을 활용하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 사업이 제대로 운용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표 1>은 선도사업에 선정된 지자체들의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을
위한 프로그램 목록으로 각 지자체 프로그램에서 볼 수 있듯이 단순히 지자체의 기존 복지 사
업을 백화점식으로 모으는데 그치고 있다. 또한 통합 돌봄 16개 지자체별 2019년 추진 사업
세부내용<붙임자료 1>을 살펴보면 지자체들이 제공한 프로그램과 동일하지 않으며, 집행기관,
지원대상이 기존의 서비스 제공방식과 차이점을 찾아보기 힘들다. 실상은 선도사업 지자체의
복지 사업 가용 예산만 늘어난 형국으로 선도사업을 수행하지 않는 지자체와의 지자체 간 형
평성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지자체의 통합 돌봄 대상자 개인을 기준으로 각각의 서비스 수
요를 파악하여 제공한 것인지, 개인의 서비스 필요도와는 별개로 단순히 서비스 제공기관을
우선 선정하여 서비스를 제공한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검토가 필요하다. 만약 후자라면 지역

- 16 -

내 개인간의 형평성 문제도 발생하게 된다. 이는 결국 우리가 궁극적으로 실현하고자하는 통
합 돌봄 취지에 어긋난다. 단편적이고 분절적인 서비스 제공 문제점을 극복하려는 통합 돌봄
의 핵심 취지는 사라진 채, 사실상 명분만 남은 정책으로 전락할 수 있다.
<표 1> 지자체별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 프로그램(2019년 말 기준)
1차 선도사업 지자체
[노인선도사업] 광주 서구
□ 재정 투입사업 (12종)
1.
2.
3.
4.
5.
6.

통증조절 한의주치의사업
노년 구강관리 지원사업
올바른 약물복용 지원사업
집중형 보건의료서비스사업
노인 편의주택 개보수지원사업
어르신 돌봄택시지원사업

7. 맞춤형 영양음식지원사업
8. 복지용구 및 가재도구 지원사업
9. 방문도우미플러스 사업
10. 노인 집중사례관리사업
11. 행복매니저 운영 사업
12. 24시간 안심출동서비스사업

□ 연계 사업 (5종)
1.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2. 일차의료 왕진수가 시범사업
3. 의료기관 퇴원지원 시범사업

4. 요양병원 통합환자평가 및 케어플랜 수립
5. 요양병원 퇴원환자 방문진료 시범사업

□ 자체재원(7종)
1.
2.
3.
4.

의료급여사례관리 강화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
케어안심주택 확보
허약노인 운동프로그램 지원

5. 치매안심케어 지원사업
6. 정신건강 고위험군 지원사업
7. 돌봄가족지원 사업
[노인선도사업] 부천시

□ 재정지원사업(20종)
1. 지역사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2. 효자손 케어 (맞춤형 집수리)
3. 지역사회 통합돌봄 커뮤니티홈
4. 케어안심주택 프로그램
5. 사회적 경제조직 활용 통합돌봄 제공
6. 행복디자인 사업
7. 지역리더 양성 및 돌봄활동
8. 돌봄가족 지원(행복 디자인)사업
9. 스마트 홈
10. 커뮤니티케어센터 운영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어르신 방문약료 서비스제공 및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노년기 구강질환관리 서비스
노인 우울관리 지원사업
거점 경로당 주치의제
고위험군 심층진료 시범사업
만성질환 미관리군 집중형관리
거점 경로당 건강실천 교육
장기요양 등급외자 건강기능회복사업
경로당 활용 마을돌봄터 운영
정리수납 코디네이터

□ 연계사업(1종)
1. 요양병원 통합 환자평가 및 케어플랜 수립
□ 자체재정(2종)
1.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

2. 100세 건강실 운영
[노인선도사업] 천안시

□ 재정지원사업(13종)
1. 맞춤형 주거환경 개선
2. 웰빙홈컨설팅

8. 방문진료
9. 방문한의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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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
5.
6.
7.

천안형 돌봄패키지
건강한 식재료 지원
거동불편 어르신 이동지원
사례관리 대상자 지원
통합돌봄 안심생활 지원

10.
11.
12.
13.

방문복약지도
방문재활
방문건강관리, 가정간호
방문구강건강관리

□ 연계사업(7종)
1. LH공공형 안심주택 지원
2. 요양병원 통합환자평가 및 케어플랜 수립
3. 의료기관 퇴원지원 시범사업

4. 일차의료 왕진 수가 시범사업
5. 요양병원 퇴원환자 방문진료 시범사업
6.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 자체재정(10종)
1.
2.
3.
4.
5.
6.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
독거노인 공동생활 홈 지원
새뜰마을(휴먼케어) 사업
건강관리 꾸러미 지원
퇴원 치매환자 일상생활 복귀 지원
정신건강 위험군 1:1 멘토링

7. 치매 맞춤형 사례관리
8. 맞춤형 건강사랑 안내창구 운영
9. 심뇌혈관 합병증 검진비 지원
10. 우리동네 건강프로그램 운영
11.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
[노인선도사업] 전주시

□ 재정 투입사업(17종)
1.
2.
3.
4.
5.
6.
7.
8.
9.

건강-의료 안전망 구축 사업
한방지킴이 사업
안심복약 지원 사업
맞춤형 방문 운동지도 사업
치매 어르신 특화사업
응급 간병 지원 사업
어르신 영양 더하기 사업
어르신 주거환경 개선 사업
스마트돌봄 플랫폼 사업

10.
11.
12.
13.
14.
15.
16.
17.

빈집을 활용한 청춘센터 운영
통합돌봄형 새뜰마을 사업
통합돌봄형 도시재생(인후ㆍ반촌) 사업
케어안심주택 어르신 특화프로그램 지원사업
어르신 건강펜 질병예방 사업
통합돌봄회의 활성화 사업
통합돌봄 집중교육 사업
어르신 자기결정권 지원 사업

□ 연계사업(5종)
1. 요양병원 통합환자 평가 및 케어플랜
2. 의료기관 퇴원지원시범사업
3. 요양병원 퇴원환자방문진료 시범사업

4. 지역사회 방문진료수가 시범사업
5. 일차의료 만성질환시범사업

□ 자체사업(4종)
1. 의료급여 사례관리강화
2.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

3. 재가의료급여 시범사업
4. 돌봄 가족 지원
[노인선도사업] 김해시

□ 재정 투입사업 (17종)
1.
2.
3.
4.
5.
6.
7.
8.
9.

케어안심주택 운영
주거환경개선사업
스마트홈 시범사업
협력의료기관 방문의료사업
김해시 의사회 방문진료 시범사업
김해시 약사회 방문약료 시범사업
김해시 간호사회 방문간호 시범사업
집중형 건강관리 사업
만성질환 고위험군 건강관리 시범사업

10.
11.
12.
13.
14.
15.
16.
17.

□ 연계사업(5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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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서비스
통합돌봄 홈케어
병원동행서비스
식사지원사업 (도시락, 밑반찬)
퇴원환자 안전확인
케어패키지 지원사업
웰누리사업
정서지지 프로그램 운영

1. 요양병원 통합 환자평가 및 케어플랜 수립
2. 의료기관 퇴원지원 시범사업
3. 요양병원 퇴원환자 방문진료 시범사업

4.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5. 일차의료 왕진수가 시범사업

□ 자체재정(9종)
1.
2.
3.
4.
5.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
의료급여 사례관리 강화
통합돌봄 의료기관 네트워크 구축
노인 정신건강프로그램 시범사업
의료급여 퇴원환자 일상생활지원서비스 지원

6.
7.
8.
9.

건강생활 지원센터 확충
사회서비스원 종합재가센터 운영
사회서비스원 커뮤니티케어센터 운영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장애인 선도사업] 대구 남구
□ 재정지원사업 (13종)
1.
2.
3.
4.
5.
6.
7.

장애인 자립주택 지원사업
장애인 자립주택 관리운영
탈시설 장애인 자립정착금 지원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사업
긴급안전, 생활용품 지원 사업
맞춤형 건강식(케어푸드) 지원 사업
서로-돌봄 품앗이 공동체 사업

8. 자립주택 입주자 종합건강검진 사업
9. 방문재활사업
10. 장애인 보조기구 지원사업(신규)
11. 장애인 긴급돌봄사업
12. 스마트홈 돌봄환경조성
13. 문화나들이 지원사업

□ 연계사업(8종)
1.
2.
3.
4.

장애인 고용 및 직업활동지원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다제 약물관리 지원사업
장애인 지역사회 중심재활(CBR) 지원사업

5.
6.
7.
8.

집중형 건강관리모델 실증사업
장애인 방문간호사업(신규)
돌봄가족지원
장애인 평생학습 이용률 제고

[장애인 선도사업] 제주 제주시
□ 재정지원사업(14종)
1.
2.
3.
4.
5.
6.
7.

개인별 맞춤형 통합돌봄 마련 욕구조사
지역사회 통합돌봄 모델개발(통합돌봄센터 운영)
함께 누리는 제주이동지원사업 ‘누리카’
따뜻한 동행 1:1 행복플래너 지원사업
장애인 가족기능강화 프로그램
장애인 상담 및 정서지원 프로그램
장애인 24시간 긴급돌봄 지원사업

8. 함께 지켜주고 돌봐주는 스마트 홈케어 서비스
9. 장애인 자립지원 프로그램 운영
10. 주거 등 편의시설 및 안심생활 지원
11. 자립생활주택 지원
12.장애인 지원주택 사업
13. 장애인 건강검진 사업
14. 겨울방학 통합돌봄 교실 운영

□ 자체사업 소계(12종)
1.
2.
3.
4.
5.
6.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장애인 지역사회중심 재활 지원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운영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장애인 만성질환 대상자 관리
통합돌봄 서로돌봄마을 운영

7. 장애인 외래진료 동행 지원
8. 이웃이 이웃을 돌보는 1단체 1결연 맺기 사업
9. 지정기탁 연계사업
10. 통합돌봄 대상자 집중 사례관리
11. 찾아가는 방문 건강관리서비스
12. 취약계층 맞춤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신질환자 선도사업] 화성시

□ 재정지원사업(9종)
1.
2.
3.
4.
5.

의료기관 퇴원지원사업
정신장애인 지역사회 초기적응 지원사업
정신재활프로그램 접근성 강화
청년 정신건강 지원 사업
돌봄가족 지원사업

6. 자립체험주택
7. 자립지원주택 운영
8. 자립정착금 지원
9. 확대형 가사간병서비스
10. 임차비 등 관리운영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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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체사업(6종)
1. 의료급여 사례관리강화
2. 정신장애인 동료지원가 프로그램
3. 정신장애인 직업재활 지원사업

4. 정신질환자 24시간 위기대응 사업
5. 정신장애인 가정방문 사업
6. 저소득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2차 선도사업 지자체
부산 북구

□ 재정지원사업(12종)
1.
2.
3.
4.
5.
6.

주거환경 개선사업 ‘스마트한 家’
영구임대아파트 공가를 활용한 케어안심주택 운영
올바른 약물이용지원사업 ‘감동진약국’
찾아가는 방문진료사업
방문보건 활성화 사업
단기 가사지원서비스 ‘돌봄채움’

7. 영양식 제공사업 ‘어르신 영양 보드미’
8. 병원 이동 동행지원 서비스 ‘아플 때 콜’
9. 맞춤형 운동처방 서비스 ‘튼튼한 家’
10. IT와 돌봄의 결합 ‘인공지능 감성케어’ 지원사업
11. 독거노인 정서지원 어울림센터
12. 무엇이든 부탁하는 ‘돌봄활동가 양성’

□ 연계사업(9종)
1.
2.
3.
4.
5.

새뜰마을
고령자형
요양병원
요양병원
의료기관

연계 ‘케어안심주택’ 운영지원
공공리모델링 매입임대 주택
통합환자평가 및 케어플랜 수립
퇴원환자 방문진료 사업
퇴원지원 시범사업

6.
7.
8.
9.

일차의료 왕진 수가 시범사업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부산사회서비스원 종합재가센터 운영
노인 정신건강 증진 아름다운 노년 만들기 프로젝트

□ 자체재정(11종)
1.
2.
3.
4.
5.
6.

거동불편 어르신 자택방문 어르신 주치의 사업
나만을 위한 우리동네 한방주치의 사업
지역사회 건강지킴이 마을건강센터 운영
홀몸 어르신 IoT 안심케어 센서 사업
종합사회복지관과 함께하는 돌봄창구
노인의 일상을 디자인하는 OK 일자리 사업

7. 지역사회 중심 생애말기 통합돌봄 사업
8. 치매예방관리사업
9.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
10. 의료급여 퇴원환자 확대형 가사간병서비스
11. 의료급여 사례관리 강화
부산 진구

□ 재정지원사업(18종)
1.
2.
3.
4.
5.
6.
7.
8.
9.

고령자 대안가족 모델
공유주택 모델
노인돌봄주택 모델
중간시설운영 모델
노인친화형 주거환경개선 ‘행복누리 홈’ 사업
경보수 집수리지원 ‘다드림 사업단’ 운영
소규모 마을공동시설 골목빨래방 운영
노인재가생활(복지용구, 가재도구)지원사업
요양등급 판정 전 단기 가사지원 확대사업

10.
11.
12.
13.
14.
15.
16.
17.
18.

AI기반 스마트 시니어 헬스케어 서비스
한의 방문진료 사업
노인 치과 주치의 사업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사업 (약물복용관리)
커뮤니티키친 ‘따로 또 같이 한솥밥’ 운영
노인 안심생활지원 ‘스마트 홈’ 사업
AI감성케어 지원사업
방문형 ‘생활돌봄센터’ 운영(경보수 집수리 외)
돌봄가족 통합패키지 지원사업

□ 연계사업 소계(5종)
1. 요양병원 통합 환자평가 및 케어플랜수립
2. 요양병원 퇴원환자 방문진료 시범사업
3. 의료기관 퇴원지원 시범사업

4. 지역사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5.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 자체사업 소계(10종)
1. 도시재생 뉴딜사업
2. 주거 취약지구 생활여건 개조사업(새뜰사업)
3.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

6. 확대형 가사간병서비스
7.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운영)
8. 통합돌봄형 ‘노노케어’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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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의료급여 사례관리 강화
5. 가정형 호스피스 시범사업

9. 치매 공공후견인 서비스
10 돌봄누리 ‘치매안심마을’ 운영
안산시

□ 재정지원사업(11종)
1.
2.
3.
4.
5.
6.

어르신 주거환경 개선 사업
안산형 사회적주택 소소한家 공급
주거클린사업
안산형 한방진료 수가 시범사업
안산형 가정방문 약료시범사업
지역 내 호스피스 체계 구축 아름다운 소풍길

7. 돌봄 가족 지원
8. 재가노인을 위한 맞춤형 영양서비스 지원
9. 건강동행서비스
10. 커뮤니티케어 건강리더양성 및 활동 지원
11. 사회적 경제조직을 활용한 통합 돌봄 제공

□ 연계사업(5종)
1. 케어안심주택 운영 지원
2. 요양병원 통합 환자평가 및 케어플랜수립
3. 의료기관 퇴원지원 시범사업

4. 왕진 수가 시범사업
5. 요양병원 퇴원환자 방문진료 시범사업

□ 자체사업(4종)
1. 치매안심센터 운영확대
2. 건강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 확대

3. 의료급여 사례관리 강화
4.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
남양주시

□ 재정지원사업 (10종)
1.
2.
3.
4.
5.

건강맞춤형 집수리 지원사업
노인형 스마트 헬스케어
영양취약노인 건강관리사업
찾아가는 복약지도 사업
찾아가는 건강돌봄팀 사업

6. 지역사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7. 요양병원 퇴원환자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8. 건강맞춤형 영양식사지원
9. 노인돌봄 틈새지원
10. 거동불편노인 이동지원 ‘병원 모심카’

□ 연계사업(3종)
1. 요양병원 통합환자 평가 및 케어플랜 수립
2. 의료기관 퇴원지원 시범사업

3.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

□ 자체재정(7종)
1.
2.
3.
4.

선순환 자립형 케어안심주택
스마트 돌봄시스템 지원
통합돌봄 사례관리
돌봄 가족 지원

5. 의료급여 사례관리 강화
6. 일상생활지원서비스
7.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
충북 진천군

□ 재정지원사업(23종)
1. 건강관리 『기본패키지』서비스
2. 조기대응 『Health 스크린』서비스
3. 거동불편 어르신 이동지원
4. 영양식 도시락 지원
5. 어르신 가사간병 지원
6. 어르신 맞춤형 주거환경개선
7. 케어안심주택 지원
8. 의료기관 퇴원지원 시범사업
9. 엄마 손길 『통증 관리』서비스
10. 스마트 안심생활 지원
11. 어르신 방문 목욕 지원서비스
12. 어르신 일상생활 지원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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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용구 공유서비스 지원
적시적소 『응급대응 시스템』구축
행복한 노후를 위한 『대상포진 예방접종』지원
만성질환 예방 교육
찾아가는 안심복약지도 사업
찾아가는 물리치료 지원사업
찾아가는 약손 한방 치료
우리동네 거점 돌봄센터운영
거점돌봄센터 촉탁의제 실시
어르신 낙상예방운동 교육
거점돌봄센터 케어팜운영

□ 연계사업(4종)
1. 요양병원 통합 환자평가 및 케어플랜 수립
2. 요양병원 퇴원 환자 방문진료 시범사업

3. 방문형 가정전문간호 서비스
4. 지역 노인 방문의료(왕진) 시범사업

□ 자체재정(5종)
1. 의료급여 사례관리 강화
2.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
3. 의료급여 퇴원환자 확대형 가사ㆍ간병서비스

4. 집중형 『Total Health』서비스
5.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
충남 청양군

□ 재정지원사업(7종)
1.
2.
3.
4.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센터 운영
맞춤형 주거환경 개선사업
영양보충형 식사배달 사업
돌봄형 이동지원 사업

5. 방문인지 재활사업
6. 우리마을 돌보미 사업
7. 맞춤형 운동지도 사업

□ 연계사업(3종)
1. 요양병원 통합 환자평가 케어플랜 수립
2. 의료기관 퇴원지원 시범사업

3. LH 고령자 복지주택 건립

□ 자체재정(14종)
1.
2.
3.
4.
5.
6.
7.

민원처리방 사업
주민자치형 돌봄사업
우리마을 주치의제 운영
효자손 케어
노인 일자리 노노케어
경로당 공공급식 사업
초기치매 독거노인 통합관리 사업

8. 만성질환 독거노인 통합건강증진 사업
9. 입원환자 초기평가 및 모니터링 사업
10. 독거노인 건강, 안전알림(IoT) 서비스
11. 노인 맞춤돌봄 서비스
12. 의료급여 사례관리 강화
13.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
14. 방문 이미용 사업
전남 순천시

□ 재정지원사업 (11종)
1.
2.
3.
4.
5.
6.

소셜리빙 케어안심주택 운영
주거안전편의시설설치사업
다나음 방문진료사업(책임병원)
다나음 한방치료 지원사업
다나음 안심복약 지원사업
다나음 방문 운동지도 사업

7. 건강 식사 지원사업
8. 일상생활 이동 지원사업(교통카드)
9. 스마트돌봄지원사업
10. 마음씀 가사돌봄지원사업
11. 이웃사촌돌봄운영

□ 연계사업(9종)
1.
2.
3.
4.
5.

고령자령
요양병원
의료기관
의료급여
일차의료

공공리모델링 매입임대주택 공급
통합환자 평가 및 케어플랜 수립
퇴원지원 시범사업
수급자 사례관리 강화
왕진수가 시범사업

6.
7.
8.
9.

요양병원 퇴원환자 방문진료 시범사업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

□ 자체재정(5종)
1. 순천SOS센터 운영
2.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운영
3. 1:1 행복드림팀 운영

4. 독거어르신 공동거주공간 9988쉼터 운영
5. 거동불편자 건강주치의 사업
제주 서귀포시

□ 재정지원사업(8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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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어르신 토탈케어서비스
안심 주거환경 개선 사업
서귀포형 케어안심주택 운영
은빛인생 맟춤형 행복설계

5.
6.
7.
8.

약사회와 함께하는 안심복약 지원사업
방문 한의진료 지원사업
돌봄취약가구 집중사례관리
커뮤니티 키친 운영

□ 연계사업(4종)
1. 요양병원 통합환자 평가 및 케어플랜 수립
2. 요양병원 퇴원환자 방문진료 시범사업

3. 의료기관 퇴원지원 시범사업
4. 일차의료기관 왕진 수가 시범사업

□ 자체재정(20종)
1. 의료급여 사례관리 강화
2.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
3.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4. 확대형 가사간병서비스
5. 퇴원환자 일상생활지원 서비스
6.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서비스
7.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사업
8. 찾아가는 돌봄+건강관리서비스
9. 찾아가는 방문재활 치료교실 운영
10. 돌봄활동 기부은행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어르신 성인용 보행기 지원
‘일맥상통’ 솔루션 제공
뽀송뽀송 사랑의 빨래방 운영
IoT 활용 안심 LED 센서 등 설치
주민주도형 지역특화 돌봄 프로그램 운영
돌봄가족 지원사업
치매어르신 단기쉼터 운영
우리동네 사회복지사 경로당 파견 시범사업
LH 고령자 복지주택 거주자 돌봄서비스 연계
달리는 건강 쿠킹버스 운영

출처 :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또한 지역사회 통합 돌봄에 다 직종간 연계와 협력, 다양한 자원과 서비스를 활용한 효과적
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지역케어회의가 운영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진
행되고 있는 선도사업의 지역케어회의는 형식적으로만 운영되고 있는데, 한 달에 한 번도 열
리지 않는 곳이 있는가 하면 열리더라도 1~2명의 대상자에 대한 사례관리만 형식적으로 수행
하고 있다. 또한 통합 돌봄의 핵심인 연계와 협력의 모습은 찾을 수가 없고, 단순히 돌봄 대
상자의 욕구 조사를 수행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을 뿐이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
제점은 사례 관리 대상자가 대부분 복합적 만성질환을 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 지위자 역
할을 수행해야 할 의사 인력 없이 지자체 담당공무원과 민간 복지 인력만 참석하여 회의가 진
행된다는 것이다.
<표 2> 통합 돌봄 선도사업 지역케어회의 실제 사례

대상자 사례
일시
장소

참석자

지역케어 회의 사례 Ⅰ
장기요양 등급외자 노인 돌봄
2019년 00년 00일. 00:00
0000000
1. 공공
- OO복지과장: OOO
- OO복지과 팀장: OOO
- OO복지과 팀장: OOO
- 건강증진과 팀장: 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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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간
- OOOO대학 교수: OOO
- OOOO대학 교수: OOO
- OOOO협의체: OOO
- OOOO사회복지관 팀장: OOO
- OOOO병원 원무과장: OOO

-

사례관리자

주요 욕구 및
서비스 연계 현황

사례
일시
장소

참석자

사례관리자

주요 욕구 및
서비스 연계 현황

OOOO복지센터 팀장: OOO
OOOO자활센터 실장: OOO
OOOO기업 대표: OOO
OOOO협동조합 이사: OOO

1. OOO, 70대 여성, 1인 가구
2. 2019년 00월 00일 장기요양등급 외 판정
3. 고혈압, 당뇨, 심근경색증 및 허혈성심장병, 관절염, 위염, 경도인지장애 등
만성질환들로 다양한 종류의 약 복용
4. 관절염이 심하고, 허리를 다친 후 거동에 불편함이 많고 통증으로 인해 장시간 외출
이 어려움.
5. 많은 약물 복용으로 소화기관 기능이 많이 약해짐
6. 부모 및 배우자 모두 사망. 4명의 자녀가 있으나 의료비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음
7.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로 연계 보호됐으나 많은 의료비용 부담에 병원을 잘 가지
않고 영양상의 문제로 건강상태가 급격히 쇠약해짐
<건강>
1. 균형적인 영양식 제공 및 약물관리로 당뇨 등 만성질환 건강관리
→ 도시락 배달(제공기관: OOOO생활협동조합 )
→ 약물복용지도(제공기관: OOOO 약사회)
2. 거동 불편으로 정기적인 병원 진료 불편함 및 경제적 부담 증가
→ 병원동행 서비스 연계(제공기관: OOOO 기업)
<생활환경>
거동불편으로 외부인 방문 시, 현관문 여는 불펴함 호소
화장실 안정장치 미흡으로 낙상 위험
→ 주거환경개선사업 연계(제공기관: OOOO자활센터)
지역케어 회의 사례 Ⅱ
주양육자의 양육 부담으로 지적 1급 장애인 대상자 시설 입소 요구
2019년 00년 00일. 00:00
0000000
1. 공공
2. 민간
- 장애인 복지팀: OOO
- OOOO대학 교수: OOO
- OO동 OO복지센터: OOO, OOO
- OOOO발달장애인 지원센터: OOO
- 건강보험공단 OO지사: OOO
- OOOO협의체: OOO
- OOOO사회복지관: OOO
- OOOO복지시설: OOO
1. OOO, 40대 남성, 유아 때 교통사로고 뇌손상, 이후 3번의 뇌수술
2. 현재 지적 1급으로 뇌전증으로 약물 복용 중
3. 발작증상이 있으며, 난폭성도 보임
4. 부가 주 양육자이며 두명의 형 중에 큰형이 법정 후견인임
5. 주양육자가 약육 부담으로 시설 입소를 심각하게 고려중
<건강>
1. 뇌전증으로 인해 종합병원에서 지속적인 진료와 약을 복용중
2. 배설 관련 자립도가 떨어짐
3. 치아 손상이 심함.
→ 병원 진료시 정확한 발작 증세 설명을 통해 약을 재처방 받을 필요 있음.
→ 부가 병에 대한 인지가 부족할 수 있으므로 뇌경련에 대한 정보 제공
2. 거동 불편으로 정기적인 병원 진료 불편함 및 경제적 부담 증가
→ 병원동행 서비스 연계(제공기관: OOOO 기업)

출처 :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 24 -

Ⅲ. 팀 기반 통합 돌봄에서 의사의 역할
1. 통합 돌봄 조정자로서의 의사의 역할 해외사례
1) 프랑스
프랑스는 1950년대부터 환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일관성을 높이고 질 향상을 위한 관점
에서 통합 돌봄 조정자로서 의사의 역할에 대하여 논의하기 시작하였다. 1999년 4월 26일에
제정된 법령에 따르면 프랑스 의사는 돌봄 대상자에게 제공되는 의료ㆍ복지 서비스에 대한 계
획 수립 및 우선순위 설정 등의 조정 역할을 수행한다.7)
‘노인학에서 역량을 갖춘 의사의 존재는 노인 관리의 질을 높이고 의료 지출의 적절한 통제를 가능케하고
공중 보건 목적에 기여한다. 통합 돌봄 조정자는 통합 돌봄 팀과 함께 돌봄 우선순위를 정한다.’

위 법령은 의사의 통합 돌봄 조정자로써의 지위와 임무가 명시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통합
돌봄 조정 의사는 노인을 위한 숙소를 제공하는 기관 및 건강보험 주무관청과 다년으로 협약
을 체결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협약은 의료자원 강화, 부양노인과의 연대, 3자 협약을
통한 파트너십 이행 등 일정한 기본원칙을 준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여기서 조정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의사는 공공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의사뿐만 아니라
개원한 의사, 또는 은퇴한 의사가 될 수도 있다. 이들은 개인 환자 진료를 수행할 수 있으며,
요양 시설에서도 근무할 수 있다.
2000년 프랑스 정부는 불필요한 입원진료 지출이 증가하는 원인 중 하나로 보건의료 및 사
회복지 서비스의 연속성 부재 및 조정 결여라고 판단하여 제공 서비스에 대한 조정 행위를 개
발하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또한 만성질환으로 고통 받는 노인을 위해 돌봄 영역을 발전시
키려고 노력하였다. 이런 맥락에서 ‘지역 정보 조정 센터(Centres Locaux d’Information et
de Coordination)’와 알츠하이머 환자를 위한 통합주택 등을 설립하였다.
2005년 5월 27일8) 및 2007년 4월 11일9) 개정된 법령은 통합 돌봄 조정 의사의 조정자로
써 13가지 임무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7) Delphine ALCETEGARAY(2015). Dynamique de changement autour du positionnement d'un médecin
coordonnateur. EHESP.
8) D.312-156 du CASF
9) D.312-159 du CAS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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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돌봄 팀과 협력하여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그 시행을 조정 및 평가한다.
2. 돌봄 대상자의 시설 입원에 대한 의견을 제공하며, 그들의 건강상태의 적합성 및 기관의 관리 능력을 보
장한다.
3. 돌봄 대상자와 관련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조정 위원회를 주재한다. - 관련부처 장관의 지시에 의해
임무와 구성이 결정되는 조정 위원회는 적어도 1년에 두 번 개최해야 한다.
4. 사회보장자금조달에 관한 법률 No.2005-1579의 46조 3항에 언급된 기준 시스템을 적용하여 돌봄이
필요한 사람의 의존성 및 돌봄 욕구를 평가하고 검증한다.
5. 예외적인 건강상의 위험을 포함하여 질 좋은 의료 서비스를 보장하고 이 분야에서 유용한 권장 사항을
작성하고 치료 품질 평가에 기여한다.
6. 사회보장법 제165조 1항의 목록에 등록된 의약품 및 서비스 처방에 대한 노인의 요구 사항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시설에서 근무하는 보건 전문가와 협력한다. 이를 위해 주민들의 주치의와 협력하여 우선
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의 종류별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에 따라 약국 약사 및 공중 보건법 제
5126조 6항에 규정된 약사와 함께 작성한다.
7. 교육훈련 정책 이행에 기여하고 기관에서 근무하는 의료전문가의 정보활동에 참여한다.
8. 표준 진료 지침을 개발한다.
9. 돌봄 팀과 함께 매년 돌봄 대상자의 건강상태에 대한 의료 활동 보고서를 작성하여 조정 위원회에 제출
한다.
10. 돌봄의 연속성을 위해 시설과 의료기관 간에 체결된 협약 이행과 그 내용에 대해 자문한다.
11. 돌봄 네트워크 형성 및 구현에 협력한다.
12. 지역 및 시설의 공공보건에 대한 잠재적 위험을 식별하고 이러한 위험을 예방, 모니터링 및 관리하는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수행한다.
13. 응급상황,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 예외적 또는 집단적 위험이 있는 경우, 조정자로서의 의무를 수행하
는 돌봄 대상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프랑스는 2015년 4월 14일, 의료시스템의 현대화를 위한 법률안에 대한 1차 개정을 통해
조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의 ‘건강경로구성( l’organisation des parcours de santé)’
을 9가지 건강정책목표 중 4번째로 정의하였다. ‘건강경로구성’은 건강에 좋은 환경을 조성하
고, 개인 교육과 예방을 통해 건강 증진을 촉진하는 것이다. 또한 응급 상황 및 비계획적 치
료를 포함하여 가정에서 전문 치료에 이르기까지 치료 및 돌봄에 대한 접근방법을 조직화하
고, 장애로 고통 받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7가지의 건강경로 우선순
위를 설정하는 등 통합 돌봄에 대한 국가차원의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 7가지 건강경로 우선순위
(1) 만성 질환 경로
(3) 장애인을 위한 경로

(2) 노인을 위한 경로
(4) 불안 장애에 대한 경로

(5) 정신 건강 경로

(6) 유아,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경로

(7) 중독에 대한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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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Agence régionale de santé Provence-Alpes-Côte d'Azur. L’organisation des parcours de soins, de santé,
de vie. https://www.ars.sante.fr/lorganisation-des-parcours-de-soins-de-sante-de-vie-0

[그림 6] 프랑스의 건강경로 구성(l’organisation des parcours de santé)

2) 네덜란드
네덜란드는 1968년 전 세계에서 최초로 전 국민 의무 가입을 전제로 한 장기요양보험제도
를 도입한 국가이다. 네덜란드의 장기요양제도는 크게 의료보험제도 하의 사회보험인 특별의
료비보장제도(Algemen Wet Bijzondere Ziektekosten, AWBZ)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사회지원법(Wet Maatschappelijke Ondersteuning, WMO)으로 구분된다. 특별의료비보장
제도는 건강보험에 적용되지 않는 의료 지출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 되었으며, 일상생활 도움,
신체활동 지원, 간호, 치료, 시설 입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회지원법은 돌봄 정책의 지
방분권화에 따라 주민의 사회참여를 촉진하면서 지역을 기반으로 한 사회적 돌봄 전개를 도모
하고 건강관리 비용을 줄이기 위해 도입하였다. 특별의료비보장제도에서 이전된 가사지원서비
스를 비롯하여 이동수단지원 서비스, 교통 서비스, 식사 배달, 주택 개조 등의 서비스를 제공
한다.
과거 네덜란드는 1960년대에 의료비 증가로 인해 만성질환 환자의 탈병원화를 도모하였다.
그로 인해 요양시설 입원이 급증하게 되었고, 1970년대부터 1980년대에 걸쳐 유럽에서 고령
자의 시설 입주율이 가장 높은 나라가 되었다.
1980년대 후반부터 지역 의료 계획 수립 등 지역 수준에서의 포괄적인 체제를 구축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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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공적 개입이 강화되었다. 지역 차원의 포괄적이고 일관성 있는 건강관리 제공 체제를 개선
하기 위해 건강관련 계획 및 정책에 관한 지방 분권화를 추진하였다. 이를 통해 국가, 주, 지
방자치단체의 각 수준에서 행정을 중심으로 한 의사결정 시스템을 정비하여 의료비 통제를 도
모하고자 하였다. 이와 함께 1차 의료와 2차 의료의 기능을 분업하여 1차 의료 이용 없이 바
로 2차 의료 이용을 제한하였으며 동시에 가정 의료ㆍ재택 돌봄ㆍ사회 복지를 핵심 영역으로
하는 기본 의료 강화, 지역 의료ㆍ예방 중심의 방침이 제시되었다. 이에 따라 1차 의료의 기
능 강화뿐만 아니라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다직종 협동 돌봄 센터 등을 통해 돌봄 제공자 간
연계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의료비 억제를 위한 공적 개입 강화는 의료자원 배분의 효율화로 이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대기자 명단만 늘어나게 되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1987년 시장 지향적으로 전환을
도모하였으나 이로 인해 지역에 기반을 둔 돌봄 서비스의 본연의 목적이 퇴색되었다.
1990년대에 돌봄 서비스 제공자들의 합병 및 대규모화 실패로 인해 지역 사회의 요구로부
터 분리된 조직 간 연계만이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시설에서 재택으로 유도하는 정책을 시행
하였지만 적절한 자원과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부족한 예산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에 부딪혔다.
2000년대에 들어 제공 주체별ㆍ영역별 접근법에서 기능적 접근법으로의 전환이 진행되었
다. 또한 품질과 성과에 따른 평가를 위한 기반 정비 및 감사 기능을 강화하면서 규제 완화를
추진하였으며, 관련 전문가의 재량을 확대하는 등 이용자 중심의 수준 높은 돌봄의 효율적 제
공을 지향하였다.
최근에는 다시 가정의사(Huisarts)를 중심으로 지역 기반 통합 돌봄을 모색하고 있다. 2010
년 이후 다직종 협동 질병관리를 목적으로 4가지 만성질환(당뇨병, 만성폐색성폐질환, 심부전,
심뇌혈관질환)에 대해 인구 약 30만 명 당 가정의사, 전문의, 간호사, 영양사 등의 건강관리
전문직이 소속 조직을 뛰어 넘는 돌봄 연계 팀을 구성하였다. 네덜란드 정부는 이용자 중심의
질 높은 돌봄을 효율적으로 제공하고 건강관리 시스템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가정의사
중심의 1차 건강관리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여기고 있다.10) 기본적인 의료, 특히 예방을 더욱
중시하고 의료ㆍ돌봄 수요를 최대한 낮추는 관점에서 지방자치단체 및 1차 의료 역할의 중요
성이 강조되고 있다.
인구 고령화에 따른 복합만성질환자 수가 증가하는 가운데 네덜란드 의료제도의 특징 중 세
계적으로도 높이 평가되는 부분은, 가정 의료ㆍ재택 돌봄ㆍ사회복지 영역에서 ‘처음에 만나 끝
까지 관련된 의사’라 불리는 1차 의료 전문의인 가정의사가 중심이 된 다직종 협동 1차 의료
10) Ministerie van VWS (2009) ‘Betreft Voorhangbrief keten-DBCs en huisartsenbekostig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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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충실하다는 것이다. 가정의사는 사회적 맥락에서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뿐만 아니라 돌봄
시스템에서 광범위한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중요한 접근점(Access Point)이다.11) 국내 거
주자의 경우, 집에서 15분 이내의 가정의사를 선택하여 등록한다. 진료는 무료이며 2차 의료
이상의 전문의 진료는 원칙적으로 가정의사의 소개가 필요하다. 가정의사는 주민이 안고 있는
다양한 문제나 질환 중 96%를 대응한다. 환자에게 적합한 의료를 다른 서비스 제공자와 협력
하여 제공하는 게이트오프너(gate opener)이며, 환자의 대리인이기도 하다. 또한 각 환자의
돌봄 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의료ㆍ복지 서비스를 조정하는 지휘자 역할을 담당한다.
통합을 목적으로 하는 1차 진료시설의 네트워크는 가정의사를 중심으로 치과의사, 약사, 사회
복지사, 물리치료사 운동치료사, 언어치료사, 심리치료사, 영양사, 조산사 등 다양한 서비스 제
공자가 배치되어 있으며 지역 상황에 따라 다양하다.12)
특히, 국가 및 지역사회 건강관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가정 의사, 약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치과의사, 심리학자 등으로 구성된 팀이 있는 강력한 1차 진료시설의
네트워크를 강조하고 있다.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는 75,000명에서 125,000명의 거주자 지역
을 1차 지역으로 정의하고, 이 지역 인구의 건강관리에 대한 조직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
록 의료 및 복지 서비스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13)

3) 일본
일본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65세 이상 고령자의 비율(고령화율)이 1970년 7.1%에서
1994년에 14.1%로 상승하여 고령화사회에 진입하였고, 2010년에는 인구의 23%가 65세 이
상인 초고령사회로 진입하였다. 인구고령화 심화에 따른 노인인구의 지속적인 증가에 기인한
건강보험 재정 지출을 절감하고자 1999년부터 의료와 개호(돌봄)를 연계하기 위한 노력을 기
울였다.14) 2006년 개호보험법 개정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주민과 관련기관, 행정, 보건ㆍ의료
및 복지 전문가가 함께하는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을 도입하였다. 최근에는 1차 의료에 더 중점
을 두고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을 재구성하여 대응함으로써 보다 더 좋은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일본은 1차 의료의 중심인 가정의사가 고령자의 재택 돌봄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 주민의
11) Groenewegen, P(2016). Huisartsen als portwachter: betere gezondheidszorg dan in landen met
vrijtoegankelijke specialisten. Nederlands Tijdschrift voor Geneeskunde:160(D88)
12) 堀田聰子（2014）「オランダの地域包括ケア」『労働政策研究報告書』, No.167.
13) De Tijd. De huisarts moet een centrale rol in de gezondheidszorg krijgen.
https://www.tijd.be/dossier/nieuwetijden_1/de-huisarts-moet-een-centrale-rol-in-de-gezondheidszorgkrijgen/9611731.html
14) 이규식, 고령사회를 대비한 노인의료비 효율적 관리방안, 국민건강보험공단. 2017년. p.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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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요구에 대응하고 있다. 지역 주민의 약 80%의 건강 요구를 해결하고 있으며 그 이외의
문제에서도 돌봄을 지원하는 가족과 지역의 실정을 고려하여 지역 내외에 있는 필요 자원과
기타 전문가와의 연계를 효율적으로 조정하고 있다.15) 이와 더불어 ‘종합적 진료능력’을 갖춘
의사의 필요성이 국가 차원에서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2017년도부터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을
담당할 인재로서 ‘종합진료의사(総合診療医)’라는 명칭의 의사를 양성하고 있으며 그 역할은
점점 강조되고 있다.
종합진료의사의 역할을 살펴보면 구체적으로는 첫째, 의료 측면에서 게이트키퍼의 역할을
하면서 급성기 환자는 해당 전문의와, 회복기 환자는 돌봄 자원과 연계하여 포괄적이고 효율
적이며, 지속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다. 둘째, 지역 측면에서는 병에 걸리기
전과 후에 지속적으로 관여하고, 예방, 건강증진, 주거, 생활지원을 포함하여 지역에서 생활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에 핵심이 되는 역할을 수행한다.16) 셋째, 협력을 기반으로 의사회의 코
디네이터, 지역포괄 케어회의의 운영지원, 복합 사례 조정자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통합 돌봄
에 참여하는 간호사, 의료사회복지사, 지역포괄지원센터 등과 함께 지역사회를 체계적으로 연
결하고 기능적으로 협력ㆍ운영하여 많은 다른 직종의 역할을 이끌어내는 역할도 수행한다. 또
한 교육 및 조직 운영 관리 기술을 가진 종합진료의사는 의료와 복지 영역을 뛰어넘는 중재자
역할을 수행하여 조직적ㆍ기능적 통합을 추진한다.
<표 3> 일본 병원 종합진료학회가 제시한 「종합진료의사」의 역할
1. 응급의료를 포함하여 다양한 질병을 가진 환자를 검사한다.
2. 미진단 환자를 신속하게 진단한다.
3. 다양한 진료과의 전문적 지식을 함양하고 가능한한 전문적 치료도 수행한다.
4. 가정의사를 지원하고 필요에 따라 전문의와 연계를 한다.
5. 복합만성질환 환자의 진료를 수행한다.
6. 임상연구 및 역학적 연구를 통해 의학 발전에 기여한다.
7. 예방의학을 실천하고 건강한 지역사회 만들기를 목표로 한다.
8. 젊은 의사 및 의료종사자(간호사, 임상병리사, 방사선 기사, 물리치료사 등)의 교육 활동에 참여한다.
9. 팀 의료의 핵심 총 지휘자 역할을 수행하여 팀 구성원의 역량을 이끌어 낸다.
10.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의 핵심 요소로써 지역의료 질 향상에 기여한다.
출처: 川島篤志. 病院で求められる総合診療医の役割. 「総合診療が地域医療における専門医や他職種連携等に与える効果に
ついての研究」報告書. 2017.

15) 葛西龍樹（2014）「地域包括ケアシステムにおけるプライマリ・ケアの役割と課題」『医療経済研究』26（1)
16) 片岡義裕, 吉本 尚, 浜野 淳, 髙栁宏史, 大倉佳宏, 佐藤弘太郎, 山梨啓友. 総合診療医の業務状況及びタスクシフトに関す
る調査. 「総合診療が地域医療における専門医や他職種連携等に与える効果についての研究」報告書.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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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일본 병원협회의 「종합진료의사 양성 프로그램」 이념
1. 다양한 질병 상태를 나타내는 환자에게 포괄적이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종합진료 능력을 가진 의사
를 양성한다.
2. 여러 진료과, 돌봄, 복지, 주거 등과 연계ㆍ조정해 전인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의사를 양성한다.
3. 지역포괄케어시스템에서 의료와 돌봄의 연계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는 의사를 양성한다.
4. 다직종을 이끌고 팀 접근을 추진할 수 있는 의사를 양성한다.
5. 치료와 돌봄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며 지역 의료에도 기여할 수 있는 의사를 양성한다.
출처: 川島篤志. 病院で求められる総合診療医の役割.
「総合診療が地域医療における専門医や他職種連携等に与える効果についての研究」報告書. 2017.

종합진료의사는 1차 진료, 통합 돌봄, 지역사회에 따라 요구하는 역할이 나누어 진다. 1차
진료에서 종합진료의사의 역할은 환자 중심성을 기반으로 한 의사 결정, 진단 및 치료에 대한
전문 지식 제공, 정보 관리 및 의료시스템 발전 기여 등이다. 통합 돌봄 팀 구성원으로서 종
합진료의사는 다른 직종이나 전문의와의 중개, 의사로서의 관계 조정, 다른 직종의 역할과 가
치에 대한 정보 제공자 역할이 요구된다. 또한, 지역 사회를 위한 의료 전문가의 입장으로서
팀 학습을 책임지고 대화와 이해를 촉진하여 팀을 발전시키는 선도자 역할을 수행해야 한
다.17) 따라서 향후 일본에서 가정의사와 종합진료의사가 1차 의료 및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의
기능 강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18)

2. 통합 돌봄 조정자로서의 의사의 역할
의사는 복합 질환을 가진 환자 치료에 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환자에 대한 통합
적인 접근을 통해 주요 진단, 복합 만성 질환 유무, 다약제 복용 내역 등 대상자와 관련된 포
괄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의사가 환자에게 제공되는 의료 및 사회복지 서비스
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하고 상호 협의하여 환자에게 필요한 계획을 세울 수 있다. 특히, 건강
과 관련된 신체적, 사회적, 정신적 문제에 대해 건강 우선순위가 상충하는 경우에 효과적인
돌봄 계획 수립이 가능하다. 따라서 많은 국가에서 의사가 지역사회 기반 통합 돌봄 조정자
(Care Coordinator) 역할을 수행한다. 통합 돌봄 조정자는 만성질환자, 고위험 환자 및 가족
/간병인, 일차의료 제공자, 전문의, 의료기관, 공공의료시설, 지역사회 복지 관련 시설, 사회복
지 전문가와 협업 및 지속적인 파트너십을 통해 팀 접근 방식의 돌봄 계획을 수립하고 각 서

17) 春田淳志, 後藤亮平. 多職種連携に求められる総合診療医の役割とは何か？ 「総合診療が地域医療における専門医や他職種
連携等に与える効果についての研究」報告書. 2017.
18) 葛西龍樹, 草場鉄周（訳）：マクウィニー家庭医療学. 上巻. pp.296-298, ぱーそん書房, 東京,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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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에 대한 조정을 수행한다. 따라서 통합 돌봄 조정자의 역할은 사례 관리자의 역할과는 확
연한 차이가 있다.
<표 5> 사례 관리자와 통합 돌봄 조정자 역할
구 분

사례관리자

지역사회 기반 통합 돌봄 조정자

목표

환자가 다음 치료 환경에
대비할 수 있도록 보장

대상자가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복지 서비스를 조정함으로써 건강을
유지ㆍ향상하여 불필요한 의료서비스 비용 지출
위험을 줄임

주안점

개별환자

대상자군

장소

하나의 의료 서비스 제공 조직 내

가정에서 대상자의 건강 관련 요구 사항 조정

돌봄 계획

현 치료 이후의 다음 치료 단계로
전환하는 조정

대상자가 본인의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조정

참여기간

의료기관에서 퇴원 후 다음 진료 시까지

대상자의 모든 돌봄 과정

- 사례 관리자는 환자 및 가족이 다음 단계의
치료와 접하는 동안 업무를 수행
- 통합 돌봄 조정자는 통합 돌봄 시작 전과 후
의사소통 및 협업 - 사례 관리자는 환자 가정환경에서 잠재적인
에 대상자와 협력
치료 조정 필요성에 대해 통합 돌봄 조정자
에게 정보 제공

Doty 등(2020)이 2019 연방기금 국제건강정책 조사(Commonwealth Fund International Health Policy Survey) 데이터를 사용하여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복지 선진국으로
알려진 11개 고소득 국가의 일차의료 의사들이 의료 및 사회 서비스 전반에 걸쳐 조정자 역
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환자가 타 임상 전문의 및 의료시설, 전문의, 의료 및 사
회복지 서비스, 기타 지역 사회 제공자로부터 필요로 할 수 있는 모든 서비스를 조정하는 데
의사가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 독일 의사의 72%, 영국 의사의 65%, 노르웨이 의사의 57%,
뉴질랜드 의사의 52%, 스위스 의사의 51%가 사회복지 서비스 또는 기타 지역 사회 서비스
제공 업체와 자주 조정한다고 응답하였다.20)
<표 6> 의료 및 사회 서비스에 대한 의사의 조정자 역할 경험 비율(2019년)

조정자
역할 비율

호주

캐나다

프랑스

독일

네덜
란드

뉴질
랜드

노르
웨이

스웨덴

스위스

영국

미국

38%

42%

21%

74%

47%

52%

57%

12%

51%

65%

40%

출처 : Doty, Michelle M et al. Primary Care Physicians' Role In Coordinating Medical And Health-Related
Social Needs In Eleven Countries. Health affairs (Project Hope), 2020, Vol.39(1)

20) Doty, Michelle M et al. Primary Care Physicians’ Role In Coordinating Medical And Health-Related
Social Needs In Eleven Countries. Health affairs (Project Hope), 2020, Vol.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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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료전문가로서 역할
일반적으로 의사는 해당 분야 내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의과학적 지식과 술기를 활용하여
의료를 제공한다. 또한 환자, 가족 및 관련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환자의 구체적인 요구에 수
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선의 방법을 선택하고,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문제
를 인식하고 적절하게 대응한다. 타 전문가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이해하고 반영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으며, 의과학적 지식과 술기, 능력을 바탕으로 문제 상황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제안할 수 있다. 따라서 의사는 돌봄 팀과 관련된 전문가, 비전문가, 시설 및 지
역 인력들과 협력하여 지역 사회의 건강관리 문제와 그에 대한 해결책을 판별하기 위해 의료
전문지식을 기반으로 컨설턴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2) 의사소통자로서 역할
의사는 대상자, 가족 및 돌봄 이해 관계자로 구성된 팀 구성원에게 다양한 의사소통 방법을
통해 명확한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과 매체를 활용해야 한다. 리더십을 가
지고 참여 인력간의 회의를 효과적으로 주재하여 모든 팀 구성원이 목표, 역할 및 책임 분담
에 대한 인식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통해 협업의 질을 높이고 협업 파트너 간
의 건설적인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또한 팀 구성원의 갈등을 조
율하고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 하고 그에 따라 행동할 수 있어야 한다. 동등한 자격으
로 의사소통에 참여할 수 있도록 팀 구성원을 존중하고 협업해야 하며 대상자 및 지역사회 상
황을 고려하여 돌봄 팀을 이끌어 나가야 한다.

3) 조정자로서 역할
의사는 전문 지식을 적용하여 대상자 중심으로 학제 간 협업을 시작하고 구현해야 한다. 지
역, 사회, 국가 수준에서 업무별 협업 파트너와 활용 가능한 자원을 식별하고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하여 업무 프로세스의 향상과 조직의 전문성 개발에 기여하여 대상자에게 최상의 결과
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인 업무 범위 내에서 자신의 시간과 팀 구성원의 시간 및 가용 자원에 대한 계획을 수립
해야 한다. 의사는 돌봄 팀을 이끄는 동시에 팀원으로서 팀워크에 건설적으로 참여하고 돌봄
의 연속성을 위한 우선순위 설정 및 조정을 수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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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건강수호자로서 역할
의사는 적절한 위생, 안전 및 서비스 질에 대한 절차를 준수하고, 대상자, 가족, 돌봄 참여
자 및 개인 자신의 안전을 고려하여 업무를 효과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해야 한다. 그리고 사회
적 차원에서 체계적인 건강 증진 계획 수립을 위해 데이터 생성, 수집 및 분석에 참여해야 하
며, 반복적인 건강 저해 요인에 대한 적절한 주의와 대응을 해야 한다.

5) 학자, 연구자 및 교육자로서 역할
의사는 지역, 사회 국가 수준의 건강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핵심 역량을 구축하고 유
지하여 가능한 한 증거 기반 의학과 모범 사례를 적용해야 한다. 새로운 지식, 관련 정보, 문
헌 및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고 이를 통해 적절한 학습 및 평가 방법을 적용해야 한다. 자신
의 전문 분야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조직 및 팀의 긍정적인 학습 환경 조성에 기여해야
한다. 또한 다양한 교육 배경을 가진 대상자 및 가족, 돌봄 팀, 지역사회를 위해 지속적으로
교육에 대한 책임자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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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시사점
고령이나 장애를 가진 대상자들은 일반적으로 허약함이라는 경험을 하게 된다. 허약함은 신
체적, 심리적, 사회적 기능의 결핍이 누적되어 자율성과 삶에 대한 통제가 연약해질 가능성을
높이는 과정이다. 허약함을 겪는 사람들은 대부분 복합적인 질환을 앓고 있으며 만성기와 급
성기가 반복하게 되며, 의학적으로 복잡한 장기 체류 입원 환자들은 완전히 회복되기 전에 병
원에서 퇴원하여 가정이나 전문 요양 시설로 이동한다. 따라서 언제 의료가 필요하고 언제 생
활상의 도움이 필요한지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와 같은 환자는 의
사의 임상적 의사결정을 바탕으로 한 연속성이 보장된 통합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가 된다.
통합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은 자신이 결정을 내리고자 하는 욕구뿐만 아니라 도움을 받고자
하는 욕구가 동시에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자율성은 매우 중요
하다. 돌봄이 필요한 사람일지라도 자신의 삶에서 무엇이 중요한지에 대해 그들 자신의 생각
과 믿음을 가지고 있는 독립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의료전문가의 임상결정을 벗어나지 않는 범
위 내에서 어떤 치료와 보살핌이 그들의 신념과 삶의 방식에 가장 잘 맞는지 결정할 기회가
주어질 때, 원하는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따라서 통합 돌봄 대상자들은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가지며, 개인 공간에 대해 존중 받고, 사생활에 대한 통제권을 유지하면
서 다양한 서비스에 대해 합의하고 관여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통합 돌봄은 전통적으로 의료, 보건, 복지의 ‘각 영역 내’에서 분절적으로 이루어졌던 서비
스 제공이나 전달체계 등을 업무 영역을 넘어 서로 다른 전문가들이 협력하여 통합적이고 연
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통합 돌봄에는 의료 서비스 및 약물 관리, 신체적, 직업적,
언어적 치료, 간병 치료, 영양 관리, 사회 복지 및 심리적ㆍ사회적 기능을 유지하거나 향상시
키는 활동 서비스를 포함한다. 이렇듯 돌봄 팀의 다양한 전문가 및 서비스에 대하여 대상자에
게 연속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및 조정이 필수적이다.
만약에 돌봄의 연속성이 담보되지 않고 의료ㆍ보건ㆍ복지의 ‘각 영역 내’와 ‘영역 간’ 서비
스의 연계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효과적인 통합 돌봄 실현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다. 그렇
기 때문에 다양한 구성원으로 조직된 돌봄 팀을 이끌고 의료ㆍ보건ㆍ복지 서비스에 대한 조정
역할을 수행할 리더가 매우 중요하다.
인구 고령화를 먼저 겪고 있는 선진국들은 1차 의료 의사를 고도의 전문적 영역으로 설정
하고 이들의 전문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의사가 다양한 전문
가 및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대상자의 요구사정(needs assessment)에서부터 관여하여 퇴원계

- 35 -

획 수립 및 재택의료 서비스 제공뿐만 아니라, 통합 돌봄 대상자 선정, 개인별 맞춤 지원 서
비스에 대한 계획 수립 및 우선순위 설정 등 최종적으로 종합적인 판정을 하는 조정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는 의사가 의과학적 전문 지식과 다년간의 다양한 환자를 진료한 경험을 바
탕으로 대상자의 현재 상태, 주변 환경 및 지역 사회 자원을 고려하여 돌봄 팀을 이끌고, 전
체 돌봄 서비스의 계획 수립 및 종합적인 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함양하고 있기 때문
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선도사업은 의료와 복지의 연계 및 협력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시행되는 각종 사업은 의학적 필요성보다는 복지서비스 확대 수준에
그치고 있다. 또한 연계의 핵심인 지역케어회의가 유명무실하여 의료와 복지의 통합이라는 정
책목표 실현이 어려운 상황이다.
통합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 대부분이 복합적 만성질환을 앓고 있으며 신체적 활동에 어려움
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상적 지식을 기반으로 총 지휘자 역할을 수행해야 할 의사 인
력 없이 지자체 담당공무원과 민간 복지 인력만 지역케어회의에 참여하고 있다. 이로 인해 여
전히 분별적이고 단편적인 서비스만 제공되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돌봄이 필
요한 대상자가 주로 진료를 받는 ‘1차 진료 의사의 의견서’를 기반으로 돌봄 대상자에게 제공
되는 의료ㆍ복지 서비스에 대한 계획 수립 및 우선순위 설정 등의 총 지위자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의사를 중심으로 한 지역케어회의가 진행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통합 돌봄 정책은 궁극적으로 의료ㆍ보건ㆍ복지 영역의 완전한 통합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의사를 배제한 적이 없으며 의사들이 참여 의사를 보이지 않는다는 식
으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지만, 의사 참여를 유도하는 정책 마련은 미흡한 상태에서 의사 개인
의 선의에 의지한 참여만을 바래서는 안 된다.
정부가 원하는 통합 돌봄이 단순히 복지 영역의 확장이 아니라 대상자를 중심으로 한 의료,
보건, 복지를 통합하는 정책이라면 지역사회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의사가 통합 돌봄의 종
합적인 조정자 역할을 수행해야함이 마땅하다. 이를 통해 다양한 의료ㆍ보건ㆍ복지와 관련된
지역사회 전문인력의 효과적인 연계ㆍ협업을 이루어 연속성이 보장된 통합 돌봄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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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자료 1> 2019년 기준 선도사업 국고 및 지자체 예산
구분

사업명

’19예산
국비
지자체

어르신건강기능
회복지원사업

67.5

노인편의주택
개보수지원사업

400

어르신돌봄택시
지원사업

9.7

맞춤형영양음식
지원사업

114.8

복지용구 및
가재도구지원

19

방문도우미플러스사업

43.2

노인집중사례관리사업

18.9

행복매니저운영

15

24시간
안심출동서비스

2.5

모니터링 및 성과평가

23.8

지역사회통합돌봄
홍보및교육사업

15

통합돌봄운영

18.3

광주
서구

사업 주요내용

∙ 담당부처: 통합돌봄과
∙ 집행기관: 서구보건소, 서구약사회, 서구한의사회, 서구치과의
67.5
사회, 영양사, 물리치료사
∙ 계획지원대상: 400명
∙ 지원내용: 보건의료서비스
∙ 담당부처: 통합돌봄과
∙ 집행기관: 빚고을건설
400
∙ 계획지원대상: 200명
∙ 지원내용: 주거 개보수 지원
∙ 담당부처: 통합돌봄과
∙ 집행기관: 광주빛고을택시
9.7
∙ 계획지원대상: 80명
∙ 지원내용: 거동불편자 이동서비스
∙ 담당부처: 통합돌봄과
∙ 집행기관: 행복을나누는 도시락
114.8
∙ 계획지원대상: 60명
∙ 지원내용: 밑반찬 및 도시락 지원
∙ 담당부처: 통합돌봄과
∙ 집행기관: 토마토의료기상사 등 12개소
19
∙ 계획지원대상: 50명
∙ 지원내용: 복지용구 및 가재도구 지원
∙ 담당부처: 통합돌봄과
∙ 집행기관: 서구지역자활센터, 서구상무지역자활센터
43.2
∙ 계획지원대상: 100명
∙ 지원내용: 거동불편자 간병 및 가사, 일상 서비스지원
∙ 담당부처: 통합돌봄과
∙ 집행기관: 동 사례관리담당
18.9
∙ 계획지원대상: 3,335명
∙ 지원내용: 고위험군 대상자 집중 사례관리
∙ 담당부처: 통합돌봄과
∙ 집행기관: ㈜인정보기술, 통합돌봄과
15
∙ 계획지원대상: 300명
∙ 지원내용: 활동내역 행복매니저 앱 등록, 시스템 관리
∙ 담당부처: 통합돌봄과
∙ 집행기관: 자원봉사자
2.5
∙ 계획지원대상: 1,050명
∙ 지원내용: 병원동행 및 긴급 가사지원 등
∙ 담당부처: 통합돌봄과
23.8 ∙ 집행기관: 한국정책전략연구원
∙ 사업내용: 선도사업 효과성 분석
∙ 담당부처: 통합돌봄과
15
∙ 집행기관: 통합돌봄과
∙ 사업내용: 지역사회 통합돌봄 홍보 및 교육
∙ 담당부처: 통합돌봄과
18.3 ∙ 집행기관: 통합돌봄과
∙ 사업내용: 지역사회통합돌봄 기반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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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부
천
시

사업명

’19예산
국비
지자체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역리더

20

지역사회통합돌봄
행복디자인 사업

50

돌봄가족
지원사업
(커뮤니티센터)

120

효자손 케어 서비스

28

독거노인 공동주거
'커뮤니티홈' 조성

100

사회적 경제조직 활용
통합돌봄 제공

165.5

지역케어회의

3.5

∙
∙
20
∙
∙
∙
∙
50
∙
∙
∙
∙
120
∙
∙
∙
∙
28
∙
∙
∙
∙
100
∙
∙
∙
∙
165.5
∙
∙
∙
∙
3.5 ∙
∙

민간협의체

2.5

2.5

선도사업 평가

10

10

지역사회통합돌봄
모니터링단 운영

8

8

통합돌봄 전문가 채용

7.5

7.5

통합돌봄 교육 및
정책홍보

60.75

사업 주요내용

∙
∙
∙
∙
∙
∙
∙
∙
∙
∙
∙
∙
∙
∙
∙

∙
∙
60.75
∙
∙

담당부처: 복지정책과
집행기관: 부천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계획지원대상: 898명
지원내용: 지역 건강리더 양성, 돌봄대상자와 결연
담당부처: 복지정책과
집행기관: 10개 행정복지센터
계획지원대상: 569명
지원내용: 일상생활용품, 심리치료비 등 지원
담당부처: 복지정책과
집행기관: 10개 종합사회복지관
계획지원대상: 569명
지원내용: 돌봄가족 및 대상자에 대한 다양한 지원
담당부처: 복지정책과
집행기관: 소사지역자활센터
계획지원대상: 569명
지원내용: 맞춤형 주거환경개선(안전바, 문턱제거 등)
담당부처: 복지정책과
집행기관: 인천가톨릭사회복지회
계획지원대상: 569명
지원내용: 퇴원환자 등 일시적 주거환경 제공
담당부처: 복지정책과
집행기관: 3개 지역자활센터
계획지원대상: 569명
지원내용: 통합돌봄 패기키 지원(영양, 가사, 세탁, 이동)
담당부처: 복지정책과
집행기관: 10개 행정복지센터
계획지원대상: 99,519명
지원내용: 지역통합돌봄 및 사례관리 대상자의 서비스 연계를
위한 민ㆍ관 협력 회의 운영비
담당부처: 복지정책과
집행기관: 복지정책과
계획지원대상: 30명
지원내용: 민관협의체 회의 참석 및 자문수당
담당부처: 복지정책과
집행기관: 복지정책과
지원내용: 선도사업에 대한 성과지표 및 모니터링 지표 개발
연구용역
담당부처: 복지정책과
집행기관: 복지정책과
계획지원대상: 20명
지원내용: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민모니터링단 활동비 지원
담당부처: 복지정책과
집행기관: 복지정책과
계획지원대상: 1명
지원내용: 통합돌봄사례관리사 채용 및 운영
담당부처: 복지정책과
집행기관: 복지정책과
계획지원대상: 99,519명
지원내용: 선도사업 교육 및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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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부
천
시

천
안
시

사업명

’19예산
국비
지자체

사업 주요내용

∙
∙
4.25
∙
∙
∙
∙
27
∙
∙
∙
∙
78.5
∙
∙
∙
∙
15.5
∙
∙
∙
∙
4.85
∙
∙
∙
∙
12.15
∙
∙
∙
∙
12.25
∙
∙
∙
∙
17.5
∙
∙

담당부처: 노인복지과
집행기관: 노인복지과, 3개 노인회지회
계획지원대상: 99,519명
지원내용: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프로그램 발굴 지원
담당부처: 노인복지과
집행기관: 삼광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계획지원대상: 329명
지원내용: 재가서비스 제공 및 운동 프로그램 등
담당부처: 노인복지과
집행기관: 원미노인복지관
계획지원대상: 569명
지원내용: 생활지원, 특별활동, 정서지원, 보건의료 등
담당부처: 노인복지과
집행기관: 부천시 인생이모작지원센터
계획지원대상: 569명
지원내용: 냉장고, 옷장 등 정리웰다잉 지원
담당부처: 부천시보건소
집행기관: 부천시보건소, 부천시약사회
계획지원대상: 898명
지원내용: 맞춤형 방문약료서비스, 안전사용 교육
담당부처: 부천시보건소
집행기관: 부천시보건소, 부천시치과의사회
계획지원대상: 800명
지원내용: 개인별 맞춤형 구강보건서비스 제공
담당부처: 부천시보건소
집행기관: 부천시보건소, 부천시자살예방센터
계획지원대상: 99,519명
지원내용: 노인 우울 상담 및 개별 사례관리 서비스
담당부처: 부천시 보건소
집행기관: 부천시보건소, 5개 의약단체
계획지원대상: 99,519명
지원내용: 방문진료, 건강상담, 질병예방교육

17.8

17.8

계획서 및 홍보물 제작, 운영 수당

행사운영비

14.2

14.2

출범식 및 워크숍 등

국내여비

3.6

3.6

지역사회 통합돌봄 업무 추진

연구용역비

22

22

모니터링 및 효과성 평가 연구용역

거점경로당 건강실천
교육 프로그램

4.25

장기요양등급외
건강기능회복사업

27

경로당 활용
‘마을돌봄터’ 운영

78.5

정리수납
코디네이터 운영

15.5

어르신 방문약료
서비스 및 의약품
안전교육

4.85

노년기
구강질환관리서비스
제공

12.15

노인 우울관리
지원 사업

12.25

거점경로당
주치의제
확대 운영

17.5

사무관리비

통합돌봄위기가구
긴급지원

5

5

∙
∙
∙
∙

담당부처: 복지정책과
집행기관: 복지정책과
계획지원대상: 20명
지원내용: 긴급하게 필요한 비용 지원
담당부처: 복지정책과
집행기관: 복지정책과
계획지원대상: 400명
지원내용: 콜택시 이용 가능한 교통카드 지원

거동불편어르신
이동지원

30.7

30.7

∙
∙
∙
∙

행사실비보상금

1.2

1.2

∙ 자문회의, 인터뷰 등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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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천
안
시

전
주
시

사업명

’19예산
국비
지자체

맞춤형주거환경
개선사업

300

300

독거노인안심생활지원

33.5

33.5

천안형
돌봄패키지사업

140.4

140.4

방문재활서비스지원

33.6

33.6

방문건강관리,
가정간호서비스

41

41

방문약료서비스지원

15

15

건강한식재료지원

9.8

9.8

방문진료서비스

31.9

31.9

방문한방서비스

23

23

건강관리 꾸러미
지원사업

10.2

10.2

전주시 한의사회와
함께하는
한방지킴이 사업

8.5

8.5

전주시 약사회와
함께하는
안심복약 지원사업

4.5

4.5

사업 주요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담당부처: 복지정책과
집행기관: 천안지역자활센터
계획지원대상: 150명
지원내용: 낙상예방 등 안전한 주거환경 구축
담당부처: 복지정책과
집행기관: 충남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계획지원대상: 120명
지원내용: 독거, 부부노인, 응급안전서비스
담당부처: 복지정책과
집행기관: 돌봄사회서비스센터, 청담하늘채요양센터, 천안성정
종합사회복지관
계획지원대상: 100명
지원내용: 가사,식사 등 일상생활 전반 지원
담당부처: 복지정책과
집행기관: 다우리병원
계획지원대상: 100명
지원내용: 물리ㆍ작업치료사 방문재활치료
담당부처: 복지정책과
집행기관: 읍면동(30), 천안의료원, 충무사랑병원
계획지원대상: 100명
지원내용: 읍면동 건강관리와 병원 가정간호 연계
담당부처: 복지정책과
집행기관: 천안시약사회
계획지원대상: 100명
지원내용: 방문복약지도
담당부처: 복지정책과
집행기관: 복지정책과, 농협하나로마트
계획지원대상: 100명
지원내용: 식사 준비에 필요한 기본 식재료 배달
담당부처: 복지정책과
집행기관: 천안시의사회
계획지원대상: 100명
지원내용: 방문진료
담당부처: 복지정책과
집행기관: 천안시한의사회
계획지원대상: 50명
지원내용: 방문한방진료
담당부처: 복지정책과
집행기관: 복지정책과
계획지원대상: 400명
지원내용: 건강관리 용품 지원
담당부처: 통합돌봄과
집행기관: 전주시 한의사회
계획지원대상: 100명
지원내용: 거점진료 공간 5개소 방문하여 한방진료 서비스 제공

∙
∙
∙
∙

담당부처: 통합돌봄과
집행기관: 전주시 약사회
계획지원대상: 100명
지원내용: 재가어르신 방문 약물 복약상담, 약물 안전관리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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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사업명
전북간호사회와
함께하는 지역연계
방문간호사업

33

33

맟춤형 방문
운동지도사업

12.5

12.5

내 건강
내가 지킴 사업

9.5

9.5

웰빙 가정환경
조성사업

어르신
정신건강지킴이사업
전
주
시

’19예산
국비
지자체

케어안심주택
어르신특화 프로그램
지원
어르신
영양더하기 사업

어르신
주거환경개선사업

스마트돌봄
플랫폼사업

∙
∙
∙
∙
∙
∙
∙
∙
∙
∙
∙
∙

∙
∙
29
29
∙
∙
∙
∙
9.88
9.88
∙
∙
∙
∙
27
27
∙
∙
∙
∙
74.18 74.18
∙
∙
∙
∙
271.75 271.75
∙
∙

56.17

∙
∙
56.17 ∙
∙
∙
∙
∙
∙

어르신 응급돌봄
지원사업

어르신 건강펜
질병예방 사업

사업 주요내용

15

15

담당부처: 통합돌봄과
집행기관: 대한간호협회 전북간호사회
계획지원대상: 50명
지원내용: 재가 만성질활 어르신에 대한 직접 간호서비스 제공
담당부처: 통합돌봄과
집행기관: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전북도회
계획지원대상: 50명
지원내용: 일상생활유지, 관절기능 유지, 근력 운동 등 운동지도
담당부처: 통합돌봄과
집행기관: 굿프랜드심리상담센터, 단비심리상담센터, 헵시바심리
상담센터
계획지원대상: 50명
지원내용: 심리적안정, 관계개선, 자아통합 등 프로그램 제공
및 노인심리검사 지원
담당부처: 통합돌봄과
집행기관: 대한작업치료사협회
계획지원대상: 25명
지원내용: 건강과 동선을 고려한 주경환경 개선
담당부처: 통합돌봄과
집행기관: 굿프랜드심리상담센터
계획지원대상: 50명
지원내용: 심리상담 및 치료
담당부처: 통합돌봄과
집행기관: 전주평화사회복지관
계획지원대상: 50명
지원내용: 음악, 원예활동, 체력운동 등 지원
담당부처: 통합돌봄과
집행기관: 전북외식산업
계획지원대상: 100명
지원내용: 도시락배달
담당부처: 통합돌봄과
집행기관: 한국주거복지사회적협동조합
계획지원대상: 153명
지원내용: 주택개보수 사업
담당부처: 통합돌봄과
집행기관: 천일정보기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계획지원대상: 50명
지원내용: 돌봄어르신 식사시간, 복약시간 병원지원 알림 및
비상시 긴급출동
담당부처: 통합돌봄과
집행기관: 자횔공동체 3개소
계획지원대상: 50명
지원내용: 긴급 간병비 지급

∙ 담당부처: 통합돌봄과
∙ 집행기관: 재가노인복지협회
∙ 지원내용: 어르신 건강펜 워크북 개발 보급(월간지 형태) 1:1
방문서비스 제공 및 대상자 발굴 및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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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사업명

요양등급 판정 전
가사지원 확대 사업

전
주
시

3.17

3.17

통합돌봄
자조모임

9.5

9.5

통합돌봄 교육

15

15

욕구조사 및
모니터링

4.5

4.5

통합돌봄
홍보사업 등
지역통합돌봄
체계구축 사업비
선도사업 전담인력
인건비
선도사업 모니터링
용역비

김
해
시

’19예산
국비
지자체
∙
∙
∙
∙
∙
∙
∙
∙
∙
∙
∙
∙
∙
∙
∙

담당부처: 통합돌봄과
집행기관: 전주사회서비스센터
계획지원대상: 24명
지원내용: 요양등급 판정 전 돌봄공백기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변활동 가사일상생활 돌봄 지원
담당부처: 통합돌봄과
집행기관: 복지재단 전주사람
계획지원대상: 100명
지원내용: 통합돌봄회의 활성화 지원
담당부처: 통합돌봄과
집행기관: 복지재단 전주사람, 전북대학교
계획지원대상: 1,500명
지원내용: 지자체담당자 및 관련자 교육 및 워크샵, 시민교육
실시
담당부처: 통합돌봄과
집행기관: 전주시재가노인복지협회
계획지원대상: 850명

∙ 담당부처: 통합돌봄과
152.23 152.23 ∙ 집행기관: 민간 유관기관, 동 자생단체
∙ 지원내용: 리플릿제작, 언론매체 홍보 등
50.4

50.4

9.5

9.5

10

10

케어 패키지 지원

25

25

보건의약단체
건강돌보미 사업

6.5

6.5

식사 및 병원동행
활동지원

4

4

일차의료만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1.9

1.9

재가서비스
지원사업

사업 주요내용

55.8

55.8

∙
∙
∙
∙
∙
∙
∙
∙
∙
∙
∙
∙
∙
∙
∙
∙
∙
∙
∙
∙
∙

담당부처: 시민복지과 지역통합돌봄팀
지원내용: 민관협력체계 구축, 홍보 등
담당부처: 시민복지과 지역통합돌봄팀
지원내용: 간호사, 물리치료사 전담인력 인건비
담당부처: 시민복지과 지역통합돌봄팀
지원내용: 선도사업 효과성 분석을 위한 모니터링 연구용역
담당부처: 시민복지과 지역통합돌봄팀
집행기관: 읍면동 돌봄안내창구
계획지원대상: 100명
지원내용: 의료급여 퇴원자에게 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생필품 지원
담당부처: 시민복지과 지역통합돌봄팀
집행기관: 김해시 의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약사회, 간호사회
계획지원대상: 70명
지원내용: 만성질환 어르신에게 의과, 한의과 및 구강검진 등
의료통합 건강관리 프로그램 제공
담당부처: 시민복지과 지역통합돌봄팀
집행기관: 김해돌봄지원센터, 종합재가센터
계획지원대상: 50명
지원내용: 영양식 제공 및 병원 동행 지원
담당부처: 시민복지과 지역통합돌봄팀
집행기관: 보건소
지원내용: 선도사업 대상자 의료소모품 구입 등

∙ 담당부처: 시민복지과 지역통합돌봄팀
∙ 집행기관: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제공기관 9개소, 재가노인지원
서비스 제공기관 8개소, 병원지역연계팀, 읍면동 돌봄안내창구
∙ 계획지원대상: 450명
∙ 지원내용: 청소, 세탁, 음식조리 등 가사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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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사업명

협력의료기관
방문의료서비스

김
해
시

85

85

44

맞춤형 식사
지원사업

137.5

주거환경
개선사업

200

200

안심생활
지원사업

105

105

자립주택관리

장애인주거환경개선

대구
긴급돌봄사업

사업 주요내용
∙
∙
∙
∙
∙
∙

병원동행
지원사업

스마트홈
시범사업

남구

’19예산
국비
지자체

44
∙
∙
∙
∙
137.5
∙
∙
∙
∙
∙
∙
∙
∙
∙
∙

∙
∙
13.2
13.2
∙
∙
∙
∙
24
24
∙
∙
∙
∙
3,81.9 3,81.9
∙
∙
∙
∙
1,02.4 1,02.4 ∙
∙

긴급안전생활용품
지원

12

12

맞춤형건강식
(케어푸드)

64.1

64.1

∙
∙
∙
∙
∙
∙
∙
∙

담당부처: 시민복지과 지역통합돌봄팀
집행기관: 김해복음병원 등 협력의료기관8개소
계획지원대상: 70명
지원내용: 가정으로 복귀한 환자에 대해 방문의료(진료, 재활,
간호) 서비스 제공
담당부처: 시민복지과 지역통합돌봄팀
집행기관: 돌보는 삼안재가복지센터, 보현행원노인통합지원센터,
생명의전화 노인통합지원센터, 김해시종합재가센터
계획지원대상: 140명
지원내용: 거동불편 어르신 등 외래치료를 위한 병원동행 지원
담당부처: 시민복지과 지역통합돌봄팀
집행기관: 김해시종합사회복지관, 돌보는삼안재가복지센터, 김
해시노인통합지원센터, 김해시동부노인통합지원센터
계획지원대상: 290명
지원내용: 신체기능 저하로 식사준비가 어려운 가구에 영양식 제공
담당부처: 시민복지과 지역통합돌봄팀
집행기관: (유)인제종합건설
계획지원대상: 310명
지원내용: 고령친화적 리모델링 (문턱제거, 안전비, 주방개보수 등)
담당부처: 시민복지과 지역통합돌봄팀
집행기관: (주)쇼우테크
계획지원대상: 300명
지원내용: IoT 기술을 활용한 안심생활 지원 서비스(동작감지,
긴급출동, 알람기능)
담당부처: 시민복지과 지역통합돌봄팀
집행기관: 구산사회복지관
계획지원대상: 200명
지원내용: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돌봄시스템 구축
담당부처: 행복정책과
집행기관: 행복정책과
계획지원대상: 5가구
지원내용: 탈시설/재가장애인 주택임대 및 매입
담당부처: 행복정책과
집행기관: 대구남구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계획지원대상: 140가구
지원내용: 장애인 개인별 맞춤형 편의시설 및 주거개선
담당부처: 행복정책과
집행기관: 대구재활복지센터 등 4개소
계획지원대상: 180명
지원내용: 65세 도래자, 발달장애인, 탈시설장애인 자립주택
입주자 등 대상 긴급돌봄
담당부처: 행복정책과
집행기관: 행복정책과
계획지원대상: 150명
지원내용: 생활용품, 가전제품 지원
담당부처: 행복정책과
집행기관: 행복정책과
계획지원대상: 150명
지원내용: 일반식, 특이식, 유동식 맞춤형 건강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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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사업명

’19예산
국비
지자체

서로돌봄품앗이

6.5

6.5

자립주택 입주자
종합검진

0.5

0.5

방문재활치료 및
보조기기
서비스 지원

9.8

9.8

문화나들이
지원사업

3.1

통합돌봄
사례관리사
인건비

114.2

일반운영비

69.2

자립주택주거지원

100

개인별 맞춤형 통합
돌봄 마련 욕구조사

8.3

지역사회 통합 돌봄
모델 개발(통합
돌봄 센터 운영)

374

24시간 긴급 돌봄
지원센터 운영

120

대구
남구

제주
제주시

장애인
주거 편의 시설
설치 지원

장애인 자립 지원
프로그램 운영

100

108.5

사업 주요내용
∙
∙
∙
∙
∙
∙
∙
∙
∙
∙

∙
∙
∙
∙
3.1
∙
∙
∙
∙
114.2
∙
∙
∙
69.2
∙
∙
∙
100
∙
∙
∙
∙
8.3
∙
∙
∙
∙
374
∙
∙
∙
∙
120 ∙
∙

100

∙
∙
∙
∙

∙
∙
108.5 ∙
∙

담당부처: 행복정책과
집행기관: 행복정책과
계획지원대상: 50명
지원내용: 자조적인 장애인가족 공동체 형성
담당부처: 행복정책과
집행기관: 행복정책과
계획지원대상: 5명
지원내용: 탈시설 장애인 검진
담당부처: 행복정책과
집행기관: 대구대학교 재활과학원, 글로복지공단 대구병원, 대
구보조기기센터
계획지원대상: 20명
지원내용: 언어, 심리, 행동, 운동 재활 서비스 제공
담당부처: 행복정책과
집행기관: 대명사회복지관
계획지원대상: 100명
지원내용: 거돌불편장애인의 여가활동 지원
담당부처: 행복정책과
집행기관: 행복정책과
계획지원대상: 14명
지원내용: 통합돌봄사례관리사 인건비
담당부처: 행복정책과
지원내용: 원활한 사업 운영을 위한 운영비(사무비, 수당, 다과비 등)
담당부처: 행복정책과
집행기관: 대구시사회서비스원 등 2개소
계획지원대상: 20가구
지원내용: 자립주택 운영비/인건비
담당부처: 주민복지과
집행기관: 제주국제대학교 산학협력단
계획지원대상: 시설입소자 419명, 입소희망자 115명
지원내용: 장애인 모델 개발을 위한 욕구조사
담당부처: 주민복지과
집행기관: 사회적협동조합 희망나래
계획지원대상: 정책대상자(발달ㆍ뇌병변장애인) 590명
지원내용: 통합돌봄 지원센터 운영 및 통합돌봄대상자 사례관리 등
담당부처: 주민복지과
집행기관: 제주도 장애인 부모회
계획지원대상: 제주시에 주소를 둔 전체장애인
지원내용: 전체 등록장애인 보호자 긴급사유 발생시 24시간 긴
급돌봄 서비스 지원 1회 최대 15일, 연간 30일
담당부처: 주민복지과
집행기관: 사회적협동조합 희망나래, 도 장애인부모회
계획지원대상: 100~200명(발달ㆍ뇌병변장애인)
지원내용: 정책대상 장애인들의 주거 편의시설 설치 및 응급안
심시스템 설치 지원
담당부처: 주민복지과
집행기관: 도 장애인부모회, 도 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계획지원대상: 발달ㆍ뇌병변장애인
지원내용: 정책대상 장애인들의 자립지원을 위한 역량강화 프
로그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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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예산
국비
지자체

구분

사업명

제주

장애인 자립 생활
주택 지원

140

140

장애인 통합 돌봄
기반 조성

37

37

제주시

의료급여
사례관리강화

정신질환자
절차 보조사업

7.5

1

7.5

1

사업 주요내용
∙
∙
∙
∙
∙
∙
∙
∙
∙
∙
∙
∙
∙
∙

지역사회
초기적응 지원

5.4

5.4

∙
∙
∙
∙

화
성
시

자립지원주택
(케어안심주택)

자립체험주택

자립정착 지원금

확대형가사지원서비스

0.82

7.5

8.75

5

0.82

7.5

8.75

5

∙
∙
∙
∙
∙
∙
∙
∙
∙
∙
∙
∙
∙
∙
∙
∙

정신사회재활
프로그램 운영

4.37

4.37

∙
∙
∙
∙

담당부처: 주민복지과
집행기관: 제주도 장애인부모회
계획지원대상: 발달ㆍ뇌병변장애인 10~15명
지원내용: 시설 퇴소자 등 주택지원
담당부처: 주민복지과
지원내용: 장애인인식개선교육, 워크숍, 통합돌봄 읍면동 담당
자 교육 등
담당부처: 보건행정과
집행기관: 정신건강복지센터
계획지원대상 : 장기입원 정신질환자 중 의료급여 대상자 30명
지원내용: 의료급여관리센터와의 협조를 통해 입원 중인 의료
급여환자 대상 재원관리, 퇴원지원 등 사례관리
담당부처: 보건행정과
집행기관: 정신건강복지센터, 고운누리
계획지원대상: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요양시설에 비자의 입원·
입소 대상자 중 서비스 제공에 동의한 자 5명
지원내용: 정신질환자의 치료 및 권리 관련 정보 전달, 당사자 의
향을 반영한 각종 절차 지원, 치료에 관한 의사 파악, 동료지원 등
담당부처: 보건행정과
집행기관: 정신건강복지센터
계획지원대상: 정신건강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관내 정신건강서
비스 미이용자 10명
지원내용: 지역주민과의 관계형성, 인식 개선 등과 지역사회
복귀를 위한 초기적응지원
담당부처: 보건행정과
집행기관: 정신건강복지센터
계획지원대상: 지역사회 복귀 및 자립이 가능한 정신질환자 2명
지원내용: 독립생활이 가능하나, 경제적 사회적 지지체계의 부
족으로 자립이 어려운 대상자에게 주거지원
담당부처: 보건행정과
집행기관: 정신건강복지센터
계획지원대상: 정신질환자 중 지역사회 복귀 전, 자립 훈련이
필요한 대상자 4명
지원내용: 지역사회복귀를 위한 자립훈련하는 중간 시설 단계
담당부처: 보건행정과
집행기관: 정신건강복지센터
계획지원대상: 지역사회 복귀 및 자립하는 정신질환자 5까구
지원내용: 지역사회 복귀시, 주거환경 개선 및 자립에 필요한
비용지원
담당부처: 보건행정과
집행기관: 화성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계획지원대상: 가족 및 주변 지지체계가 부족하여 일상생활 어
려움을 겪는 정신질환자 13명
지원내용: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대상자에게 가사 및 일상
생활지원
담당부처: 보건행정과
집행기관: 정신건강복지센터
계획지원대상: 주간재활프로그램이 필요한 정신질환자 29명
지원내용: 정신건강프로그램, 재활 및 생활훈련, 여가활동프로
그램 등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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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화
성
시

사업명

’19예산
국비
지자체

저소득 정신질환자
치료비

0.5

0.5

선도사업
네트워크구축

10

10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세미나 국제심포지엄

15

15

마을정신건강사업

1.5

1.5

2030 프로그램

1.5

1.5

직업재활프로그램

0.2

0.2

정신장애인가족역량
강화사업
(가족돌봄지원)

4.13

4.13

TTzone 교육

1.68

1.68

커뮤니티케어
연구용역비

11

11

선도사업 체계 구축

66.9

66.9

사업 주요내용
∙ 담당부처: 보건행정과
∙ 집행기관: 정신건강복지센터
∙ 계획지원대상: 화성시 거주자로, 다음 조건 모두 충족한 자 30명
① 중증정신질환자(조현병, 양극성정동장애, 중증 우울증)
② 정신 및 중독관리센터 관리 받는 자
③ 전국가구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 지원내용: 저소득 중증정신질환자에게 의료비 지원(진료비 및
약제비)
∙ 담당부처: 보건행정과
∙ 집행기관: 정신건강복지센터
∙ 계획지원대상: 지역사회 행정기관 및 유관기관 종사자 15회
∙ 지원내용: 권역별 간담회 및 지역케어회의, 지역사회 복귀 협
의회 진행 등
∙ 담당부처: 보건행정과
∙ 집행기관: 정신건강복지센터
∙ 계획대상: 지역사회통합돌봄 유관기관 및 관계자 등
∙ 지원내용: 국외사례 공유, 정신장애인 지역사회통합돌봄에 대
한 점검 등
∙ 담당부처: 보건행정과
∙ 집행기관: 정신건강복지센터
∙ 계획지원대상: 관내 30개 단지 임대아파트 입주민 (102회)
∙ 지원내용: 정신건강 스크리닝 검사, 정신건강인식개선, 잠재적
정신질환자 발굴 등
∙ 담당부처: 보건행정과
∙ 집행기관: 정신건강복지센터
∙ 계획지원대상: (발병한 지 5년 이내의) 20, 30대 초발정신질
환자 5명
∙ 지원내용: 만성화 예방교육, 체험활동, 직업 및 진로 탐색을
위한 집단 활동 등
∙ 담당부처: 보건행정과
∙ 집행기관: 정신건강복지센터
∙ 계획지원대상: 취업을 희망하거나 유지하고 있는 정신건강복지
센터 등록회원 15명
∙ 지원내용: 신규 취업장 발굴 및 기존 취업장 관리, 취업회원
자조모임, 취업회원 캠프 등
∙ 담당부처: 보건행정과
∙ 집행기관: 정신건강복지센터
∙ 계획지원대상: 정신질환 당사자 100명의 가족
∙ 지원내용: 가족자조모임, 가족교육, 토론회 및 동아리 활동들을
통한 가족의 다양한 활동지원, 패밀리 링크 기초과정 등
∙ 담당부처: 보건행정과
∙ 집행기관: 정신건강복지센터
∙ 계획지원대상: 화성 시민 160명
∙ 지원내용: 개인정서 순화, 정신건강이벤트, 정신건강특강 등 프
로그램 진행
∙ 담당부처: 보건행정과
∙ 집행기관: 정신건강복지센터
∙ 지원내용: 모니터링 및 효과성 분석을 위한 연구용역(한신대학
교 산학협력단)
∙ 담당부처: 보건행정과
∙ 집행기관: 정신건강복지센터
∙ 지원내용: 인건비 6명, 자립체험주택 및 주간재활센터 공공요금‧
수용비 및 수수료, 집중사례관리 진행을 위한 차량비 4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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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화
성
시

부산
북구

사업명

’19예산
국비
지자체

자립체험주택보증금
및 물품

55

자립체험주택운영
(임차료)

3.25

정신주간재활센터
보증금

45

정신주간재활센터운영
(임차료 등)

15

커뮤니티케어추진
리모델링

40

인식개선 사업

31.75

주거환경개선
‘Smart 한家‘

194

단기 가사지원 서비스
‘돌봄채움’

15

영양식제공
‘어르신 영양 도우미’

25

병원이동
동행지원사업
‘아플 때 콜’

5

맞춤형
운동처방서비스
‘튼튼한 家’

10

올바른 약물
이용지원사업
‘감동진약국’

5

무엇이든 부탁하는
‘돌봄활동가’ 양성

40

사업 주요내용

∙ 담당부처: 보건행정과
∙ 집행기관: 보건행정과
55
∙ 지원내용: 자립체험주택(위기쉼터) 3개소에 대한 보증금 및 운
영 물품 지원
∙ 담당부처: 보건행정과
3.25 ∙ 집행기관: 보건행정과
∙ 지원내용: 자립체험주택 3개소 운영에 대한 임차료 집행
∙ 담당부처: 보건행정과
45
∙ 집행기관: 보건행정과
∙ 지원내용: 정신주간재활센터 2개소 운영을 위한 보증금
∙ 담당부처: 보건행정과
∙ 집행기관: 보건행정과
15
∙ 지원내용: 정신주간재활센터에 대한 임차료 집행(절차에 따른
수수료 지급 등 포함
∙ 담당부처: 보건행정과
∙ 집행기관: 보건행정과
40
∙ 지원내용: 정신주간재활센터 및 자립체험주택 운영을 위한 리
모델링 추진
∙ 담당부처: 보건행정과
∙ 집행기관: 보건행정과
31.75
∙ 지원내용: 정신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편견해소를 위한 옥외 광
고 및 인식개선 영상제작 등
∙ 담당부처: 희망복지과
∙ 집행기관: 북구지역자활센터, 희망터지역자활센터
194
∙ 계획지원대상: 100가구
∙ 지원내용: 낙상방지 등 집수리 및 환경개선
∙ 담당부처: 희망복지과
∙ 집행기관: 북구지역자활센터, 희망터지역자활센터
15
∙ 계획지원대상 : 33명
∙ 지원내용: 돌봄공백 틈새 가사지원
∙ 담당부처: 주민복지과
∙ 집행기관: 동 통합돌봄창구
25
∙ 계획지원대상: 30명
∙ 지원내용: 영양식 또는 식재료 배달
∙ 담당부처: 희망지원과
∙ 집행기관: 생활보장과
5
∙ 계획지원대상: 25명
∙ 지원내용: 병원 외래진료 이동지원
∙ 담당부처: 희망복지과
∙ 집행기관: 동 통합돌봄창구
10
∙ 계획지원대상: 45명
∙ 지원내용: 맞춤형 운동처방 및 교육
∙ 담당부처: 보건행정과
∙ 집행기관: 북구약사회
5
∙ 계획지원대상: 20명
∙ 지원내용: 복약지도, 약물오남용 예방 교육
40

∙
∙
∙
∙

담당부처: 복지정책과
집행기관: 사회복지관(동원ㆍ공창ㆍ회정ㆍ덕천 등)
계획지원대상: 70명
지원내용: 지역주민 돌봄활동가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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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예산
국비
지자체

구분

사업명

부산
북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스타트업

61

지역사회통합돌봄
운영

113.4

노인 안심생활지원
스마트홈

104

주거환경개선
행복누리 홈

107.7

마을공동시설
골목빨래방 운영

30

어르신 주거환경
개선 사업

200

안산형 사회적주택
소소한家 공급

20

안산형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1.5

지역내 호스피스 체계
구축 아름다운 소풍길

3.6

부산
진구

안
산
시

돌봄 가족지원

재가 노인을 위한
맞춤형 영양서비스
지원

이동지원

9

17.4

3.5

사업 주요내용

∙
∙
∙
∙
113.4 ∙
∙
∙
∙
104
∙
∙
∙
∙
107.7
∙
∙
∙
∙
30
∙
∙
∙
∙
200
∙
∙
∙
∙
20
∙
∙
∙
∙
1.5
∙
∙
∙
∙
3.6
∙
∙
61

9

담당부처: 희망복지과
집행기관: 통 통합돌봄창구
지원내용: 선도사업 교육ㆍ홍보ㆍ관리비
담당부처: 희망복지과
집행기관: 희망복지과
지원내용: 통합돌봄사업 운영비 등
담당부처: 희망복지과
집행기관: 부산진지역자활센터
계획지원대상: 200명
지원내용: AI로봇, SOS버튼, 동작감지센서, 웨어러블 밴 등 설치
담당부처: 희망복지과
집행기관: 디자인팩
계획지원대상: 40명
지원내용: 집수리 및 주거환경 개선
담당부처: 희망복지과
집행기관: 복지법인우리마을
계획지원대상: 100명
지원내용: 세탁기 및 목욕 시설 지원
담당부처: 복지정책과
집행기관: 안산지역자활센터
계획지원대상: 100가구
지원내용: 집수리 및 주거환경 개선
담당부처: 복지정책과
집행기관: 안산지역자활센터
계획지원대상: 2가구
지원내용: 주거 불안정 노인에게 케어안심주택 지원
담당부처: 복지정책과
집행기관: 안신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계획지원대상: 20명
지원내용: 거동불편 노인 왕진(의과) 실시
담당부처: 복지정책과
집행기관: 안산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계획지원대상: 70명
지원내용: 웰다잉, 지속적 돌봄 계획수립, 사회적 지지체계 구성

∙ 담당부처: 복지정책과
∙ 집행기관: 안산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 계획지원대상: 110명(알쓸돌교육 50명, 가족상담 10명, 요양
보호사파견 50명)
∙ 지원내용: 부양가족을 위한 심리정서적 지원

17.4

∙
∙
∙
∙

담당부처: 복지정책과(노인요양팀)
집행기관: 안산양지지역자활센터
계획지원대상: 80명(중증 30명, 경증 50명)
지원내용: 맞춤형 영양식단 제공

3.5

∙
∙
∙
∙

담당부처: 복지정책과(지역통합돌봄팀)
집행기관: 안산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계획지원대상: 25명(예산한도 지원)
지원내용: 요양보호사 동행이동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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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안
산
시

사업명
사람을 치유하는
타임뱅크 시범사업

3.6

안산
앙코르 커리어 사업

19

커뮤니티케어
건강리더
양성 및 활동 지원

5.1

사회적 경제조직을
활용한 통합돌봄 제공

8

선도사업 수행을 위한
기반조성
(사무관리비 등)

64.43

노인 스마트 헬스케어

87

찾아가는 노인
증후군 예방사업

남
양
주

’19예산
국비
지자체

5

사업 주요내용

∙
∙
3.6
∙
∙
∙
∙
19
∙
∙
∙
∙
5.1
∙
∙
∙
∙
8
∙
∙
∙
64.43 ∙
∙
∙
∙
87
∙
∙

5

영양 취약노인
건강관리

11

11

찾아가는 복약지도

5

5

찾아가는 건강돌봄팀

7

7

맞춤형 주거개선 사업

100

100

맞춤형 영양 식사

39

39

∙
∙
∙
∙
∙
∙
∙
∙
∙
∙
∙
∙
∙
∙
∙
∙
∙
∙
∙
∙
∙
∙
∙
∙

담당부처: 안산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민관협력사업)
집행기관: 안산타임뱅크모임
계획지원대상: 50명
지원내용: 상호 도움을 시간 적립하여 사용
담당부처: 복지정책과 지역통합돌봄팀
집행기관: 경기안산자활센터
계획지원대상: 60명
지원내용: 시니어 생활지원코디, 도배사 등 직업 교육
담당부처: 복지정책과 지역통합돌봄팀
집행기관: 안산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계획지원대상: 50명
지원내용: 지역주민 건강리더 양성
담당부처: 복지정책과 지역통합돌봄팀
집행기관: 안산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등
계획지원대상: 100명
지원내용: 돌봄사각지대 등 틈새 지원
담당부처: 복지정책과
집행기관: 복지정책과
지원내용: 선도사업 수행 사무관리비 등
담당부처: 남양주 보건소
집행기관: 남양주 의사회
계획지원대상: 3가지 이상 복합만성질환자
지원내용: 비대면으로 할동량, 혈압, 혈당 등 확인, 복약관리,
영양관리 등 개인건강정보 바탕으로 자동 제공
담당부처: 남양주 보건소
집행기관: 남양주 보건소
계획지원대상: 노인정(16개소) 이용 노인 중 욕구조사를 통해
확인된 인원
지원내용: 노쇠검진 및 노쇠중재 프로그램
담당부처: 보건소
집행기관: 남양주 의사회
계획지원대상: 영양상태가 불량한 노쇄 노인
지원내용: 가정방문 영양ㆍ식이요법 교육
담당부처: 보건소
집행기관: 약사회, 경기도보건정책과
계획지원대상: 40명
지원내용: 복약지도 및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담당부처: 보건소
집행기관: 건강생활지원센터
계획지원대상: 40명
지원내용: 건강돌봄팀에 의한 만성질환ㆍ영양ㆍ재활운동 집중관리
담당부처: 복지정책과
집행기관: 지역자활센터
계획지원대상: 50가구
지원내용: 낙상 예방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집수리
담당부처: 복지정책과
집행기관: 행복나눔도시락사업단, 사회적기업 더올가 등
계획지원대상: 100명
지원내용: 도시락, 밑반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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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사업명

노인 돌봄 틈새 지원

남
양
주

25

거동불편
노인 이동지원
‘병원모심카’

12

통합돌봄
홍보 및 교육

53

성과분석 지표개발
연구용역

11

어르신맞춤형
주거환경
개선지원

150

우리동네거점
돌봄센터운영

59.14

거동불편 어르신
이동지원사업

진
천
군

’19예산
국비
지자체

영양식
도시락지원서비스

스마트안심생활지원

어르신
가사간병지원서비스

케어안심주택 지원

20.4

18.6

16.3

16

10

25

사업 주요내용
∙
∙
∙
∙

∙
∙
12
∙
∙
∙
53
∙
∙
∙
11
∙
∙
∙
∙
150
∙
∙
∙
∙
59.14 ∙
∙

20.4

18.6

16.3

16

10

담당부처: 복지정책과
집행기관: 자활센터, 사업적기업도우누리
계획지원대상: 50명
지원내용: 월 30시간 이내의 가사지원. 외출동행, 단기보호 등
재가서비스 제공
담당부처: 복지정책과
집행기관: 자활센터, 서부희망케어센터
계획지원대상: 보행장애, 거동불편노인
지원내용: 차량을 이용한 이동서비스 제공
담당부처: 복지정책과
집행기관: 복지정책과
지원내용: 지역주민대상 교육ㆍ홍보 등
담당부처: 복지정책과
집행기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지원내용: 남양주형 선도사업 효과분석
담당부처: 주민복지과(선도사업팀)
집행기관: 진천주거복지센터, 행복한하우징
계획지원대상: 100가구
지원내용: 낙상 등 예방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 실시
담당부처: 주민복지과(선도사업팀)
집행기관: 노인회 진천군지회
계획지원대상: 540명
지원내용: 케어안내창구 역할, 안부확인 등 돌봄지원, 건강증
진, 예방교육 등 제공

∙
∙
∙
∙

담당부처: 주민복지과(선도사업팀)
집행기관: 진천군교통약자지원센터
계획지원대상: 497명
지원내용: 거동불편 노인 병원 이동지원

∙
∙
∙
∙

담당부처: 주민복지과(선도사업팀)
집행기관: 생거진천 노인복지센터
계획지원대상: 50명
지원내용: 신체적ㆍ경제적 이유로 직접 식사 해결이 어려운 노
인 대상 영양식 배달 및 안부확인

∙
∙
∙
∙

담당부처: 주민복지과(선도사업팀)
집행기관: 진천군노인복지관
계획지원대상: 60가구
지원내용: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 활용 스마트 안심
생활 서비스 지원

∙
∙
∙
∙

담당부처: 주민복지과(선도사업팀)
집행기관: YWCA
계획지원대상: 70명
지원내용: 신체수발, 가사지원, 일상생활지원

∙
∙
∙
∙

담당부처: 주민복지과(선도사업팀)
집행기관: 진천주거복지센터
계획지원대상: 6명
지원내용: 독립적 생활이 어려운 대상자에게 주거, 의료서비스
등 제공할 수 있는 커뮤니티형 주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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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사업명

’19예산
국비
지자체

사업 주요내용

∙ 담당부처: 주민복지과(선도사업팀)
∙ 집행기관: 우석대학교 산학협력단
9.5
9.5
∙ 지원내용: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효과성 평가를 위한 지
표개발 연구용역 추진
∙ 담당부처: 주민복지과(선도사업팀)
찾아가는 물리치료
∙ 집행기관: 청주물리치료사협회
8.5
8.5
지원사업
∙ 계획지원대상: 40명
∙ 지원내용: 병원퇴원 초기 물리치료서비스 제공
∙ 담당부처: 주민복지과(선도사업팀)
∙ 집행기관: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충북도회
맞춤형 운동지도 지원
3.8
3.8 ∙ 계획지원대상: 175명
∙ 지원내용: 어르신들의 신체적 기능 및 일상생활 활동능력 유지
ㆍ관리를 위한 전문성 있는 운동지도
∙ 담당부처: 주민복지과(선도사업팀)
어르신
∙ 집행기관: 한국교통대학교
3
3
낙상예방운동교육
∙ 계획지원대상: 160명
∙ 지원내용: 보행능력, 인지기능 개선 교육 등 낙상예방 교육
∙ 담당부처: 주민복지과(선도사업팀)
통합돌봄
39.89 39.89 ∙ 집행기관: 주민복지과
일반운영비 등
∙ 지원내용: 일반운영비
∙ 담당부처: 주민복지실
∙ 집행기관: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법인 킹스빌리지
통합돌봄센터
83.625 83.625 ∙ 계획지원대상: 400명
운영사업
∙ 지원내용: 사례관리자를 채용하여 분산되어 있는 민간서비스를
하나의 창구에 접수 및 사례관리
∙ 담당부처: 주민복지실
∙ 집행기관: 자할기업 청양주거복지센터
주거환경개선사업
168
168
∙ 계획지원대상: 140명
∙ 지원내용: 낙상 등 사고위험 예방을 위한 주거환경개선 사업
∙ 담당부처: 주민복지실
∙ 집행기관: 청양군종합재가센터
영양보충형
36
36
∙ 계획지원대상: 200명
식사배달사업
∙ 지원내용: 결식 우려가 있는 기능저하의 노인에게 영양 보충형
식사 배달
∙ 담당부처: 주민복지실
∙ 집행기관: 청양종합재가센터
돌봄형 이동지원사업
18
18
∙ 계획지원대상: 400명
∙ 지원내용: 병원진료 등 이동지원
∙ 담당부처: 주민복지실
∙ 집행기관: 충남도립대작업치료학과
방문인지재활 사업
6
6
∙ 계획지원대상: 100명
∙ 지원내용: 치매위험군 등 대상 인지훈련, 도구 프로그램 훈련
등 제공
∙ 담당부처: 주민복지실
∙ 집행기관: 대한노인 청양군지회, 충남도립대
우리마을 돌보미 사업
7.5
7.5 ∙ 계획지원대상: 500명
∙ 지원내용: 지역사회 노인이 노인을 보호하고 이동편의, 대신
장봐주기 등 비공식 자원(서비스) 제공
선도사업
모니터링용역

진
천
군

청
양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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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청
양
군

순
천
시

서
귀
포
시

사업명

’19예산
국비
지자체

선도사업 효과성
연구용역

25

동영상제작 및 워크숍

11

순천형
한의치료지원사업

2.4

순천형
안심복약지원사업

2.5

건강식사지원

42.2

‘따뜻한 집 만들기’
사업

212

마음씀 돌봄 사업

8.4

병원(외래)치료
이동지원
(교통카드)

4.8

통합돌봄
홍보콘텐츠구축

50

통합돌봄교육 및
자조모임

32.7

어르신
토탈케어서비스 제공

66.9

안심 주거환경개선
사업

172.8

은빛인생 맞춤형
행복설계

10

사업 주요내용

∙
∙
∙
∙
11
∙
∙
∙
∙
2.4
∙
∙
∙
∙
2.5
∙
∙
∙
∙
42.2
∙
∙
∙
∙
212
∙
∙
∙
∙
8.4
∙
∙
∙
∙
4.8
∙
∙
∙
50
∙
∙
∙
∙
32.7
∙
∙
∙
∙
66.9
∙
∙
∙
∙
172.8 ∙
∙
25

10

담당부처: 주민복지실
집행기관: 단국대
지원내용: 선도사업 효과성 분석 연구
담당부처: 주민복지실
집행기관: 홍보영상제작전문업체(가온플래닛)
지원내용: 지역사회 통합돌봄 홍보영상제작
담당부처: 여성가족과
집행기관: 순천한의사회
계획지원대상: 30명
지원내용: 가정 또는 거점(경로당 등)방문 한의치료(침, 뜸, 부항 등)
담당부처: 여성가족과
집행기관: 순천시약사회
계획지원대상: 30명
지원내용: 개별방문 및 단체 약물복약지도
담당부처: 여성가족과
집행기관: 사회적기업 ㈜해피락
계획지원대상: 175명
지원내용: 거동불편 노인 등 식사지원
담당부처: 여성가족과
집행기관: 순천지역자활센터
계획지원대상: 100가구
지원내용: 낙상예방을 위한 문턱제거, 안전바 설치 등 집수리
담당부처: 여성가족과
집행기관: 순천여성인력개발센터
계획지원대상: 30명
지원내용: 가사ㆍ일상 및 신변ㆍ활동 지원 서비스
담당부처: 여성가족과
집행기관: 여성가족과
계획지원대상: 192명
지원내용: 거동불편자 병원(외래) 이동지원
담당부처: 여성가족과
집행기관: 관내 언론매체, 순천시 공보실
지원내용: 언론매체홍보, 온라인홍보 등 실시
담당부처: 여성가족과
집행기관: 전남복지재단 등
계획지원대상: 담당 공무원 및 전문가 등
지원내용: 지자체 담당자 및 관련 전문가 등 교육실시
담당부처: 주민복지과
집행기관: 예담재가노인센터, 동광노인복지센터
계획지원대상: 50명
지원내용 : 가사ㆍ목욕ㆍ이동지원, 식사제공
담당부처: 주민복지과
집행기관: 오름지역자활센터, 건축기술자원봉사회
계획지원대상: 87가구
지원내용: 낙상, 골절 등의 사고예방 및 집안 내 이동 편의를
위한 환경개선
∙ 담당부처: 주민복지과
∙ 집행기관: 서귀포 홀로사는 노인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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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서
귀
포
시

사업명

’19예산
국비
지자체

안심복약 지원사업

10

10

방문 한의진료
지원사업

10

10

통합돌봄
집중 사례관리

30

30

커뮤니티키친 운영
시범사업

5

5

통합돌봄 기반구축

50.3

50.3

사업 주요내용
∙ 계획지원대상: 20명
∙ 지원내용: 주요 욕구별 행복설계를 통해 자립지원, 고립탈피,
사회참여 촉진 등 지원
∙ 담당부처: 주민복지과
∙ 집행기관: 서귀포약사회
∙ 계획지원대상: 50명
∙ 지원내용: 만성질환 어르신의 약물 관리로 복약순응도 향상 도
모 및 약물사고 예방
∙ 담당부처: 주민복지과
∙ 집행기관: 제주특별자치도 한의사회
∙ 계획지원대상: 100명
∙ 지원내용: 돌봄 필요 어르신 대상 방문한의진료서비스로 건강
상태 개선 도보
∙ 담당부처: 주민복지과
∙ 집행기관: 종합사회복지관(서귀포, 동부ㆍ서부)
∙ 계획지원대상: 40가구
∙ 지원내용: 돌봄, 주거, 법률, 신용, 정서지원 등 복합적인 욕구
해결을 위한 집중사례관리로 서비스 연계ㆍ제공
∙ 담당부처: 주민복지과
∙ 집행기관: 종합사회복지관(서귀포, 동부)
∙ 계획지원대상: 9명(독거 7, 부부 1가구)
∙ 지원내용: 식사를 매개로 실버주택 및 고령자주택에 거주하는
노인들간의 유대감 및 사회관계망 형성 지원
∙ 담당부처: 주민복지과
∙ 집행기관: 주민복지과
∙ 지원내용: 민관 협의체 회의 등 각종 회의 운영, 전문가 자문
단 운영, 홍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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