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서론

커뮤니티케어(community care, 돌봄)는 돌봄(care)이 필요한 

지역사회 주민의 자가(自家)나 지역사회 시설에 거주하며 필요

에 충족하는 서비스 및 복지급여를 누리고 지역사회에서 자아실

현과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서비스 체계이다[1]. 급속도로 

진행되는 초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하여 우리나라는 커뮤니티

케어를 추진하기 위해 2018년 6월에 보건복지부가 돌봄이 필요

한 사람이 지역사회의 힘으로 자신이 살던 곳에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나라를 목표로 추진본부를 구성하고, 해외의 커뮤니티케

어 모델을 변형하여 한국형 커뮤니티케어 추진 로드맵을 마련해 

2020년 16개 지자체에서 시범사업이 시행되었다[2].

부산의 인구는 약 341만명 중 65세 이상 고령자는 약 62만여명

(남 27만여명, 여 35만여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18.29%를 차지

하지만 취약계층(노인, 거동불편 어르신, 치매(중증질환))에 대

한 예방, 건강관리, 재가서비스지원 등의 복지에 취약하며 특히 

취약계층에 대한 구체화된 사업이나 관련한 자료가 미비한 실정

이다[3]. 현재 시행되고 있는 커뮤니티케어에서 문제점들이 제기

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산은 기초생활수급자, 다문

화가족, 차상위 계층, 65세 이상 독거노인 가구, 75세 이상 노인부

부 가구 등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독거노인 및 고령자를 위한 방문 서비스는 ‘방문 건강관리’ 사업

과 ‘방문 한방진료’에 집중되어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해 근본

적으로 보건의료와 요양돌봄서비스 계획을 수립하고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5-12]. 둘째, 부산시와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부산

지역 65세 이상 노인 32만여명 중 각 지역 보건소에 등록된 

치매환자가 8500여명이며, 등록하지 않은 환자까지 추산하면 

4만 8000여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많은 치매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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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요양서비스를 받는 치매노인은 30%에 불가하고 나머지는 

요양시설 비용 부담과 직접 돌봄에 어려움을 겪어 커뮤니티케어

의 지속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3]. 이는 재정확보에 대한 

허점으로 지적되며, 일본의 경우 의료 및 개호관련 비용에 대하여 

국가가 2/3, 도도부현이 1/3을 부담해 ‘지역의료 개호종합 확보기

금’으로 활용하고 있다[3]. 정부가 발표한 커뮤니티케어 정책에 

관하여 시⋅군⋅구 단위의 지역케어 사업 위주는 재정확보, 국가적 

차원의 지원 부족 등의 한계점으로 사업의 실패 또는 연계지원이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다[13]. 사업의 지속성이 보장되기 위해서

는 장기적 관점으로 재정추계를 실시하고, 재정조달 방안을 마련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여러 직종의 참여와 연계가 필요하며, 국가

의 컨트롤타워 역할이 필요하다. 셋째, 2018년 전국 국민건강통계

에서 40세 이상 표본추출 검사자 총 14,158명을 대상자 중 40세 

이상의 무치악자는 9,535명, 65세 이상의 무치악자는 3,426명으

로 성인 무치악자가 증가하고 있다[4]. 부산시는 저소득층 의치

보철이 필요한 노인을 대상으로 관할 보건소에 방문해 구강검진 

및 상담을 받은 후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무료 의치(틀니)보철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Table 1>[5-12], 

이는 거동이 불편하고 보호자가 없는 독거노인의 경우 정보전달 

미비로 사각지대에 놓여 혜택을 수혜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커뮤니티케어와 관련하여 다양한 직종에서 ‘지역사회 커뮤니

티케어 프로그램’을 개발 구축하고 있으나[14,15] 구강건강을 

포함하는 프로그램의 연구와 개발은 미비하다. 이에 부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취약계층(노인, 거동불편 어르신, 치매(중증질

환))의 건강증진과 사회적 돌봄을 위한 다방면의 연구가 필요하다.

2019년 보건복지부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선도

사업 추진계획’에 맞춰 지역사회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모델발굴

이 필요하며, 지역사회 취약계층 지원을 위하여 국⋅내외 문헌고

찰을 통한 자료를 수집하고, 산⋅학⋅관 연계와 지역자원을 활용

한 자율적 지원의 봉사(돌봄)기반 시스템 체계를 수립(상담내용, 

돌봄정보, 건강인지, 생활환경, 생활 운영능력 정도, 이동 등)과 

보건전문인력 서비스를 통한 건강관리, 재활관리, 구강관리, 건

강관리, 영양관리 등 지역 자원을 활용하여 커뮤니티케어가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근거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Ⅱ. 연구방법

1. 연구방법

본 연구는 2021년 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문헌조사와 8개월 

간 인터넷사이트, 문헌자료 등을 참고하여 자료수집을 하였다. 

자료의 선정기준은 노인복지, 커뮤니티케어, 돌봄사업을 기준으

로 선정하였고, 자료 수집방법은 검색엔진(google, Riss, DB 

pia, Kci)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심사평가

원, 통계청, 각 구의 보건소 및 시청 홈페이지이다. 참고 된 

인터넷 사이트의 개수는 35개 이고, 기존 선행연구(논문자료)는 

20개, 보고서 3개 등을 참고하여 진행하였다.

2. 연구의 범위

취약계층(노인, 거동불편 어르신, 치매(중증질환))을 대상으

로 건강과 생활 돌봄 서비스의 수혜정도 및 필수제공 서비스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고, 사회 기반 추진사업과 서비스 제공 대상자

들과의 연계가능성, 지역기반에 근거한 전문 서비스 자원 및 

인프라 구축 가능성을 검토한다. 이를 바탕으로 지역기반 민⋅관

⋅학 자원을 활용한 근거기반 시스템 구축안 제시하고 지역기반 

돌봄(교육)서비스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Figure 1>.

Division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Budget 2,193,400 2,649,170 2,690,302 1,558,186 1,136,000 600,000

Goals 997 1,155 1,128 788 619 700

Promotion 1,259 1,449 1,460 925 747 609

<Table 1> Status of prosthesis(denture) project for the elderly in Buasn (unit: 1,000won, person)

<Figure. 1> Community care service study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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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결과

1. 문헌고찰

김[16]은 서울 지역의 마을 커뮤니티 미디어에 대한 질적 연구

를 시행하였다. 문화자본, 공간성, 대인간 커뮤니티 스토리텔링, 

서울 지역 커뮤니티 내 여론 형성과정 연구와 현실적인 합의점, 

커뮤니티 내부의 다양성이 커뮤니티 활동에 미치는 영향과 서울 

지역의 각 커뮤니티별 스토리텔링 자원의 질과 양을 측정할 수 

있는 지수의 개발 및 서울 지역 단위의 커뮤니케이션 행위 맥락의 

상태를 체계적 참여관찰(systematic field observation)을 통하여 

연구를 시행하였다.

권 등[17]은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공공도서관을 지역사회의 

특징에 맞는 문화공간 개념으로 재창조하여 콘텐츠를 개발하고 

전문적 정보 제공 등을 통하여 지역의 상징을 살릴 수 있는 

랜드화(landmark)가 가능하다고 언급하며, 문화공간의 질적 향

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았다. 또, 공공도서관의 기본적 기능을 

유지하면서 복합문화공간의 역할과 공간구성을 융합한 방향성 

추구는 그 지역의 브랜딩과 지역 주민의 삶을 증진시키고 지역사

회의 상생을 도모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였다.

서 등[18]은 지역 차원의 웰빙(well-being)구현과 관련하여 

커뮤니티의 유형화를 시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커뮤니티 

유형화의 기준으로는 국제적으로 부각되고 있는 커뮤니티 웰빙 

지표를 기준지표로 사용하였고 농촌과 도시를 구분하여 지역차

별성을 둔 농촌형과 도시형 커뮤니티케어를 구축하였다(커뮤니

티웰빙 지표 6개 자본영역 전부, 18개 지표, 6개 자본영역의 지표).

정[19] 은 커뮤니티케어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전략으로 ‘협업

사례관리의 유형’과 전문가들의 ‘서로 다른 언어와 전략’을 논의

하였다. 또한, 실천적 측면에서 사례관리자의 전문성 강화와 

관점 재확립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조직의 협력 교육 진행과 

협력 여건 개선으로 좋은 협력의 땅 구축, 협업사례관리팀 편제와 

다양한 서비스 개발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정책적 측면에서 

중립적인 상위기구, 다학제 교육과정 도입, 협업사례 관리 메뉴

얼과 평가체계 구축,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는 통합 커뮤니티 

케어 센터의 도입, 예산 및 법제화를 제언하였다.

2. 국내 커뮤니티케어 사례

부천시의 커뮤니티케어 주요사업으로 10개의 광역동에 100

세 건강교실 운영을 통해 동 중심 통합방문 간호와 맞춤형 보건복

지 서비스 지원이 가능했고, 방문진료⋅건강기능회복⋅사회적 

경제조직(자활센터) 활용 통합돌봄⋅효자손 케어⋅스마트홈 시범

사업을 시행하였다. 이는 주거⋅요양⋅돌봄⋅보건⋅의료 서비스연

계를 중심으로 노인뿐만 아니라 장애인까지 확대가 필요하다는 

한계점을 가진다[20].

천안시에서는 소뇌⋅사고⋅질환⋅장애 등 돌봄이 필요한 상태

로 평소 살던 곳에서 지내기를 희망하는 500여명의 노인을 대상

으로 커뮤니티케어 사업을 6가지유형(요양병원 장기입원 후 지역 

복귀, 단기입원환자 지역복귀, 75세 도래자 및 고위험군 선제개

입, 지역기반 통합건강돌봄모형 실증사업, 장기요양등급 외 판정

자 돌봄, 지자체 발굴 만성질환자 돌봄)으로 분류하여 각 해당프로

그램을 운영하고 지원하고 있다. 총 39개소의 읍⋅면⋅동 케어안

내 창구(읍⋅면⋅동 3개소, 보건소 2개소, 건강생활지원센터 2개

소, 노인복지관 2개소, 종합복지관 3개소)를 설치하여 건강상태

에 맞는 맞춤형 의료서비스와 일상생활능력(ADL)에 맞는 요양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노인 친화적 주거복지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천안시 커뮤니티케어는 지역자원 발굴 및 지원등을 함께 시행

하고,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서비스 제공기관, 전문가 및 교수

로 이어지는 3단계 지역케어회의(솔루션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사회의 커뮤니티케어에 대한 낮은 인식, 기존 프로그

램과의 유사 중복과 케어대상자와 제공자가 느끼는 욕구의 차이가 

있고, 장애인 전담 민관협의체 구성 등 통합사례관리가 부진한 상황

이다[21].

<Table 2>는 국내 커뮤니티케어의 보장상황별 세부내역을 

정리한 것이다.

부산시 북구 지역사회 커뮤니티케어인 ‘365북구케어’는 주거

(스마트한 家), 영양(영양 보드미), 가사(돌봄 채움), 병원이동 동행

(아플 때 콜), 운동(튼튼한 家)를 운영하고 있다<Table 3>. 하지만 

대상이 제한적이어서 실제 취약계층은 신청이 어렵고, 통합돌봄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으며, 케어인력의 부족 및 지역 중심 케어 

네트워크 및 마을 협력이 부족하다는 한계점이 지적되고 있다[22].

3. 국외 커뮤니티케어 사례

독일은 구강보건의료 분야의 고령화 대응 방안 중 노인과 장애

인을 위한 건강보험 개혁안인 ‘장애와 고령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구강(Oral health despite handicap and old age, AuB- Konzept)’

과 건강보험 개혁 및 정책에 탄탄하고 적절한 근거를 제공하는 

국가 구강건강조사인 DMS(Deutsche Mundgesundheitsstudie)

를 운영하였다. 이는 수발보험의 판정등급이 높은 75세 이상의 노인

의 구강케어의 필요도가 높음을 확인하는 근거를 확보하였다[23].

런던은 노인의 자립과 서비스의 선택권 강화에 목적을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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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이 지역사회 내에서 서비스 자원을 이해하고 서비스 구매자

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자존감을 높이고, 필요한 사회적 

케어서비스를 자택에서 공급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여 자립적 

생활을 지원한다. 서비스 제공자는 민간과 비영리 자원봉사 단체

가 담당하여 사회적 케어서비스를 통합하여 제공한다. 브롬리 

마이타임프로그램(멀티 레크리에이션-수영,골프,그룹운동 등 사

회교류 유도), 노인학대방지 서비스, 데이케어서비스(치매, 심신

허약자 목욕, 식사, 외출 서비스 제공), 홈케어(식사, 케어링크-응

급상황 대처, 주거), 사회서비스 지원을 하고 있다. 이는 보건서비

스와 사회서비스가 동시에 제공이 될 수 있도록 서비스 통합시스

템이 구축되어 있지만 장기보호시설의 불필요한 입소 및 체류를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20].

일본은 2009년 개호보험 개정을 통해 지역포괄케어 시스템을 

도입하고 지방분권을 바탕으로 의료, 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2012년 개정을 통해 지역지원사업으로 간병, 예방, 일상생활 

지원 종합사업을 창설하여 종합적인 보건복지 서비스를 지자체 

Tpye Contents

Visiting health care project

• Management of chronically ill patients

• Management of cancer patients at home by disease

• Health care for the weak elderly

• Hearing aid for the hearing impaired

• Discovery and registration of the subject

• Basic health measurement

• Medication and drug management

• Health counseling and customized health education

Integrated health helper project

• Designating a nurse in charge of the area, regular home visits, and checking phone safety

• Support for medical supplies

• Group visits such as senior citizen centers and health education for residents

• Information on other health, medical, and welfare resources and linking services(volunteer linkage such 

as free medical treatment and surgery, medical expenses support, household support, etc.)

Support for the stabilization of life 

for the elderly

• Holiday compensation is paid to the elderly living alone, who are vulnerable to low-income families

• Household chores, health care, emotional and social lont-term care services

Free meal service for the elderly

• Free senior citizens’ restaurant: 5 times a week

• Lunch box delivery: 5 times a week 

• Side dishes delivery: 2~3 times a week

Visited korean medical treatment
• Every Wednesday afternoon, oriental medical treatment and counseling are conducted, blood pressure and 

blood sugar measurement, health education, and counseling are conducted

Cancer patient management project
• Support goods such as home visit nursing services and counseling, education, medical supplies, etc., and 

link hospice business through basic patient investigation and information collection

Source: Dongnae-gu Public Health Center, Yeongdo-gu Public Health Center, Seo-gu Public Health Center, Jung-gu Public Health Center, Seo-gu City 

Hall, Nam-gu Public Health Center, Dongnae-gu Public Health Center, Dong-gu Public Health Center

<Table 2> Types and contents of projects for the elderly.

Division Objects Contents

Smarthan ga家 Residential nvironment improvement project
Prevent safety accidents such as falls by improving the residential environment

Support for independent living

Yeongyang bodeumi Nutrition support for the elderly Customized meal delivery considering health status and dietary patterns

Dolbom chaeum Shor-term household chores support
Supporting daily household chores to people in need of short-term help in 

adapting to daily life due to temporary absence of family members

Appeulddae call Going to the hospital together
Support for door-to-door for the mobility impaired who have difficulty 

moving public transportation

Teunteunhan ga家 1:1 home visit exercise guide
Exercise guidance that fits your health condition

Gamdongjin Pharmacy: explanation of medication

source: http://www.bsbukgu.go.kr

<Table 3> Intergrated care for the community in Buk-gu, Busan ‘365 Buk-gu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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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원에서 지원 마련하고 있다<Figure 2>[24].

영국은 1984년 사회보장성(DHSS)에 의해 6가지 목표를 제시

하여 커뮤니티케어를 시행하고 있으며 6가지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병원과 시설보다는 가능한 한 자택에 머물도록한다. 둘째, 

클라이언트를 informal care와 연계하여 부담을 경감한다. 셋째, 

일상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원조한다. 넷째, 육체적, 

정신적 장애에 의한 스트레스를 경감한다. 다섯째, 클라이언트의 

요구도에 충족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의 

자원을 통합한다의 목표를 제시한다[20]. 영국의 커뮤니티케어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Age Concern Eastbourne[20]’의 서비스 

목록은 다음과 같다<Table 4>.

스웨덴의 돌봄서비스는 1992년 아델개혁(Adel Reform)을 

통해 고령자에 대한 1차의료와 돌봄서비스 제공주체를 시⋅도 

단위(Country)에서 시⋅군⋅구(Municipality)로 바꾸고 노인이 지

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 

지원이 필요한 노인이 돌봄 서비스를 신청하면 지방정부의 요청

에 따라 가정의(Family doctor)나 간호사, 복지사 등이 팀을 구성

하여 욕구를 평가하고 케어플랜을 작성하고 이를 따라 간호, 

요양, 재활, 일상생활 지원 등의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한다[25].

덴마크는 1974년 사회서비스통합법(CASS, Consolidation 

Act on Social Services) 제정과 함께 돌봄서비스 제공 책임을 

기초 지자체 단위로 이관하고, 1980년대부터 의료와 돌봄 서비스

<Figure 2> Example of establishing a regional comprehensive care system

Free service Required reservation service Paid service

• Education on welfare rights

• Provide information and advice

• Making friends and forget Me Not service

• Hospital transportation service

• Hearing aid battery replacement

• A bereaved family charity

• Pension-related counseling

• Tax counseling

• Free financial counseling

• Counseling on will preparation

• Home care

• Beauty treatment

• Massage therapy

• Fantree cafe

• Financial instruments-capital dividends

• Foot therapy

• Shopping&leisure transportation service

• The beaury salon at the center of Venton

• Making memories

• Day club

• Nail care

source: Age Concern Eastbourne (http://www.ageconcerneastbourne.org.uk)

<Table 4> Age Concern Eastbourne service list (unit: 1,000 won, per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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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합 제공하였다. 75세 이상 후기 고령자를 대상으로 예방적 

방문 건강관리를 실시하여 노인들이 지역사회에서 보다 오래동

안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한다[25].

Ⅳ. 고찰

현대 의학기술과 사회경제적 발전으로 평균수명이 연장되었고, 

전 세계적으로 기대수명의 연장과 출산율의 급격한 감소로 전체인

구 중 고령자의 비율이 증가하였다[26]. 고령자의 경우 만성질환 

이환율이 증가함에 따라 의료기관의 이용횟수와 의료비증가로 

인한 부담도 증가하게 된다[27]. 또한 요양기관 및 시설을 이용하

던 취약계층(치매, 독거, 중증질환자 노인)의 경우 일상으로의 

복귀에서 자활이나 외래 통원치료 등이 어렵고, 지역사회에서의 

자아실현의 욕구 충족이 어려운 상황이다[2]. 이에 따라 국내에

서 커뮤니티케어 사업을 시행하여 취약계층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1], 실효성에 있어서 문제제기가 되고 있다.

부산시에서도 커뮤니티 케어 사업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으

나[5-12], ‘방문 건강관리’, ‘방문 한방진료’에 집중되어 노인의 

전신건강에서 다양한 상호관계가 있는 구강건강 등[28]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커뮤니티케

어의 구축과 실행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 지역사회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커뮤니티케어 모델을 제시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지역사회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문헌고

찰을 통한 자료 수집 후, 산⋅학⋅관 연계와 지역자원을 활용한 

자율적 지원의 봉사(돌봄)기반 시스템을 정리하고 보건전문 인

력 및 지역 자원이 현재 어떻게 지원되고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본 연구에서 커뮤니티케어의 주 대상은 취약계층(치매, 독거, 

중증질환자 노인)으로 의료서비스 지원 불균등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정책적 측면으로 생애주기별 맞춤 건강관

리를 위한 재가방문 서비스 지원 체계를 수립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이를 기반으로 빅데이터 구축 및 활용을 통해 응급상황 

및 안전관리 지원영역 등으로의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영역 확대

하여 체계를 구축하고 지속성과 효용성이 있게 계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취약계층과 보호자, 거동불편 이동지원 등을 시행

하고 의료지원 등의 정보전달 체계를 개발하고 구축하며 지역돌

봄 서비스 사업을 통한 각 대상별 필요 요구 지원 서비스 구분 

및 신규서비스 개발기회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노인의 건강

관리는 노화에 따른 포괄적⋅지속적 보호가 필요하고,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의한 의뢰부터 지역 복귀까지 서비스 제공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연계체계 확립이 필요하다. 이는 천안시 주관의 

커뮤니티케어 사업[21]에서 6가지의 다양한 유형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과 같이 유형의 다양성을 제공하지만, 

케어안내 창구에서 대상자의 건강상태와 일상생활능력에 맞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으로 인한 케어대상자와 제공자가 느끼

는 욕구의 차이를 줄여 줄 것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부산시 북구의 ‘365북구케어’[22]와 비교하였을 때 취약계층의 

실제 수혜측면에서 신청의 어려움이 있고, 대상의 제한이 있다는 

점이 한계점으로 남는다. 이에 대상의 제한이 적고, 실제 취약계

층도 신청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보건전문 인력 및 

중⋅고등학생 자원을 활용하여 취약계층의 접근성을 향상시키

고 수혜 대상의 폭을 넓혀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는 커뮤니티케어 프로그램에서는 ‘방문 

건강관리’, ‘방문 한방진료’등에 치우쳐 있다. 이에 기존의 모델

에서 볼 수 없던 ‘구강건강관리’에 대한 케어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독일[23]의 건강보험 개혁안(장애와 

고령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구강)과 같이 조금 더 포괄적인 커뮤니

티케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주민들의 구강건강에 대한 

빅데이터 구축 및 실효성 있는 정책을 세울 수 있는 뒷받침이 

되는 정보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또, 현재 커뮤니티케어의 실행에 있어 인적자원의 부족이 한계

점으로 언급이 되고 있는데 이는 전문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중⋅고등학생의 인적자원을 활용하여 커뮤니티케어의 인력체계

를 구축하여 다양한 업무에 있어서의 전문가의 정확한 실천과 

피드백, 인력난을 겪고 있는 기존의 커뮤니티케어 프로그램[21, 

22]의 한계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정[19] 이 언급

하였던 커뮤니티케어를 위한 다학제 교육과정을 도입하고 협업

사례를 통한 메뉴얼과 평가체계를 구축하여 다양한 커뮤니티케

어 프로그램에 대한 유연한 대체와 인적자원의 부족을 대체하는 

방안과 비슷한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커뮤니티케어 프로그램의 다양성을 고려한 프

로그램의 영역확대와 인적자원의 순환, 민⋅관⋅학의 연계로 지

역사회 주민들의 손쉬운 접근방법을 향상시켜야 할 것으로 연구의 

결과를 도출하였다. 권 등[17]의 연구에서처럼 공적기관(예, 공공

도서관)을 이용하여 복합문화공간으로 역할과 공간구성을 한다

면 지역사회 취약계층의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생각되며, 지역

사회의 상생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커뮤니티케어의 한계점들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시하고, 민⋅관⋅학을 연계하고 이를 

통한 자료들의 빅데이터화를 통하여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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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안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사료된다. 향후 연구에서

는 제시한 커뮤니티케어의 모델의 구축과 그에 대한 효과성 검증

이 필요하며,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는 조금 더 구체적인 장소의 

제시나, 세부프로그램을 구축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가속화 

되는 고령사회에 대비하여 커뮤니티케어의 관심과 중요성이 높

아지는 만큼 다양한 커뮤니티케어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가 진행

되어야 한다.

Ⅴ. 결론

본 연구는 취약계층(치매, 거동불편, 중증질환자 노인)을 대상

으로 기존 커뮤니티케어 프로그램과의 비교와 문헌고찰을 통하

여 커뮤니티케어 프로그램 체계구축에 관하여 고찰하였다.

1. 과학기술적 측면으로 다직종 연계와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역커뮤니티케어 운영 방안을 제시하고, 전문분야를 

통한 정확한 파악과 대상자의 욕구를 평가하여 통합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의 우선순위를 제시하는 네트워크의 구축과 

생활 SOC로 통합돌봄 기반시설(인프라)을 확충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2. 사회적 측면으로 지역사회 커뮤니티 확대실시를 위한 환경

조성으로 산⋅학⋅관과 민간봉사단체의 협동으로 지역사회 

문제 해결 및 커뮤니티케어 실시 중 인력부족의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커뮤니티케어 인프라를 확충하

고 관련 제도를 개선을 통한 정책 수립의 중요한 토대가 

되어야 할 것이다.

3. 경제적 측면으로 커뮤니티케어 프로그램으로 인한 재원의 

변동을 예측하고, 통합의료서비스의 제공으로 국민건강보

험 진료비 감소 효과와 취약계층 건강 질 향상에 기여하며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 내에서, 또한 빈곤가구 중심 소득보장 

정책에서 일반적인 보편적 돌봄을 보장하는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 기반 통합돌봄 서비스 지원은 지자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관련 인적 인프라 구성 후 추진해야 하는 전략적 

단계에 따른 사업으로 모델을 제시하고 진행해야 한다. 또 커뮤니

티케어 프로그램의 추진을 위해 지자체의 관심이 가장 중요하며 

사업추진에 필요한 것에 구체적인 협의가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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