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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uccessful settlement of community care in Korean society is an important task. Specially, it is necessary to 

successfully cope with the rapid aging phenomenon and extremely low birth rate, but it is also important for 

protecting and realizing the right to health as a human right. Community care has the meaning of innovation 

that completely changes the direction of the existing health care system. To achieve this,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has created guidelines and pilot projects have been started. It is still weak, but strategies, visions 

and detailed tactics should be well prepared for future implementation. For this purpose, it is essential that the 

philosophy of community care, the strategy for business execution, and the policy environment are well designed.

In the community care philosophy, the concept of health care services centered on the activities of residents, not 

suppliers, should be established. Above all, it is not a concept of providing proper treatment in a medical institution 

that comes to you because you feel unhealthy, but a service that helps people who feel healthy and realize the 

neglect of health care and improve their health care ability. Therefore, it must be fundamentally different from the 

service point of view.

The concept of care coordination is very important in the service delivery system. Community care should be 

implemented at the school and work level as well as in the region and should be carried out by life cycle. This is 

a universal service, but proportional universalism must be implemented that simultaneously performs selective 

access to vulnerable groups of health care. In addition, a policy environment system for community care should 

be well established. Specially, policy design for the leading role of local government is essential, and the financial 

investment strategy must be linked to local government planning. Human resource development and management 

strategies should also be considered.

Lastly, for successful policy of community care, the process of actively discussing community care needs and making 

them into policies needs to be widely developed. In particular, the need for decentralization in the health care 

sector and the need for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in the health care sector should be established and spread.

Keywords: Community care, Public health care system, health policy



29우리나라 커뮤니티케어 정책의 바람직한 정책방향과 과제  | Special article

서론

커뮤니티케어는 문재인정부의 보건의료 관련 정책 가운데 중요한 의미를 갖는 정책이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커뮤니

티케어의 정책 배경 핵심은 그동안 장애나 질병이 있는 국민에 대해 기본적인 소득보장과 의료비보장을 하는 것이었다

면 앞으로는 장애 및 만성질병을 가진 주민들의 탈시설화와 탈병원화를 지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질병을 가진 

주민이 살던 곳(자기 집이나 그룹 홈 등)에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독립생활의 지원이 통합적으로 확보되는 지역주도형 사회서비스[1]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그동안 지역보건의료체계 및 지역복지전달체계를 통해 커뮤니티케어를 강조했던 학술측면에서도 커뮤니티케어가 

실제 제도화 과정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의미가 있다. 커뮤니티케어의 추진방향은 크게 당사자 인권 강조, 지방분권, 

지속가능한 포용적 복지 등이 제시되었고 또한 커뮤니티케어의 핵심과제로는 돌봄 사회서비스 확충, 지역사회 중심 건

강관리체계 강화, 병원 및 시설의 합리적 이용 및 지역사회 정착 지원 등이 강조되었다. 정부는 이러한 커뮤니티케어 선

도사업을 2019년부터 2년간 12개 시군구에서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노숙인 등을 대상으로 시행한다고 발표하였다

[2]. 서울시도 그동안 나름대로 커뮤니티케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왔는데 특히 박원순 시장 당선(2011년)이후 도입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이하 찾동)’은 보건의료와 복지 영역에서 커뮤니티케어를 실현하는 데 지역사회 문제해결의 플랫

폼으로서 중요한 인프라[3]를 갖추고 있다. 하지만 커뮤니티케어에 대한 학계와 보건복지 현장의 기대에도 불구하고 제

대로 된 커뮤니티케어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기존의 보건복지 서비스 제공방식이 일정한 보건복지 요

구(need)가 있는 사람을 발굴하거나 당사자가 찾아오면 체계적으로 평가하여 필요한 보건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

록 하는 지역사회 기반의 완전모델(complete model) 방식이 아니었기 때문에 새로운 제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갈망

이 해소될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가 크다고 할 수 있다[4].

한국의 공공보건의료 분야에서 커뮤니티케어 시도는 역사가 깊다. 과거 1978년여부터 농어촌지역을 대상으로 시작된 

공중보건의사제도 및 보건진료소와 보건진료원 등 일차보건의료(Primary Health Care) 정책부터 그 기원을 찾을 수 있

다[5]. 세계보건기구로부터 비롯된 일차보건의료 정책운동은 기존 보건정책이 특정 질병퇴치에 초점을 맞추었지만 기대

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면서 커뮤니티 즉 지역사회 주민에 대한 건강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루면서 다양한 보건의료 및 관

련 자원의 효과적인 전달체계와 주민의 참여에 의한 질병예방을 꾀한 보건정책의 근본 변화에 따라 만들어졌다[6]. 이러

한 일차보건의료 정책은 커뮤니티케어의 핵심 요소를 담고 있으며 과거 정책으로 수명을 다한 것이 아니라 만성질환 증

가 등 새로운 공중보건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다시 일차보건의료 정책이 강조되고 있다[7]. 더구나 단일한 모형이 아

니라 해당 국가의 커뮤니티 준비역량 및 환경에 따라 일차보건의료 정책 원칙을 구현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 커뮤니티

케어라는 정책을 논의하는 마당이 열리는 기회에 일차보건의료 정책 원리를 기반으로 보건의료분야의 커뮤니티케어 현

황과 문제를 점검하고 새로운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것은 의미 있는 접근이 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커뮤니티케어의 개념에 대해 일상생활에서 케어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자택 등 자기가 살던 곳에서 지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확대되고 통합된 사회복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표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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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커뮤니티케어의 개념 및 적용대상

Whom 일상생활에서 케어가 필요한 사람에게

Who 읍면동을 플랫폼으로 민관통합연계된 전달체계가

What 확대된 정착지원 프로그램과 돌봄서비스 등을

Where 자택 등 자기가 살던 곳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How 커뮤니티의 관심과 역량을 강화하고

When 19년부터 선도사업을 실시함으로써

Why 대상자의 인권과 삶의 질을 제고하고, 지역의 책임성을 높이는 것

출처 : 황승현. 커뮤니티케어(지역사회 기반 케어) 추진 로드맵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커뮤니티케어 정책 개념은 탈시설 및 보건의료와 복지 연계 과제를 시의적절히 제시한 의의가 있

지만 아직 세밀한 커뮤니티케어의 전달체계 모형 제시까지는 미흡한 실정이다. 다만 지방분권 측면에서 지방자치단체 시

범사업과 보건소 맞춤형 건강관리체계 구축 연구 등을 통해 향후 전달체계 성공모델을 찾아보겠다는 의지가 표명된 수

준이다[8]. 구체적으로 시범사업은 크게 네가지 유형인데 첫 번째는 노인계층의 ‘사회적입원’을 예방하기 위한 모델로 의

료기관의 ‘지역연계실’을 활용하는 모델이고 두 번째는 장애인 자립생활 및 지역사회정착 선도사업이다. 세 번째는 정신

질환자 지역사회정착 선도사업이고 네 번째는 노숙인 자립지원 선도사업이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히는 것은 

다양한 부서가 담당하고 있는 돌봄의 연계 중심을 어디서 맡을 것인지에 대한 모델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어디까지인지가 불분명하다는 점도 문제이다. 이는 또한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

체의 예산 부담 및 담당 조직체계 제시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문제와도 연결된다[9]. 

대략적으로 현 정부의 커뮤니티케어 정책의 문제점은 커뮤니티케어 전달체계 모델 정립이 미비하다는 점과 커뮤니티

케어 정책환경이 부족하다는 것으로 구분될 수 있다. 하지만 저자는 거기에 더해 커뮤니티케어 정책철학의 정립도 부족

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1) 커뮤니티케어 정책 철학의 문제, 2) 커뮤니티케어 전달체계의 문제, 3) 커뮤니티케어 정책환

경의 문제로 나누어 현황과 대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커뮤니티케어 정책 철학의 문제와 대안

정부가 발표한 커뮤니티케어의 바탕이 되는 철학은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이나 장애인들이 시설 및 병원에 의존하여 

수용 개념의 삶이 아니라 자립과 자율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정부 재정 부담을 줄이는 것 뿐 아니라 인권 존

중과 삶의 질을 높이도록 하는 것이다[2]. 이러한 정책 철학은 기존 파편화된 돌봄체계와 질적으로 다른 것이라고 평가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커뮤니티케어는 지역사회에서 돌봄이 필요한 처지로 전환된 경우에 특정한 문제를 가지고 돌봄의

뢰가 된 경우에 사례 접수(intake)하여 연계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공급자 중심 개념에서 벗어나 주민 스스로 인간의 존

엄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상태를 지속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는 인권중심 개념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은 주민

에게도 스스로 건강과 생활을 독립하여 지속한다는 의지를 갖도록 하는 측면에서 중요하고 돌봄을 제공하는 사람들도 

역시 ‘어떻게 주민을 평가하고 돌봄을 제공할 것인가?’ 하는 돌봄서비스 제공 방식에 의미있는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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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이 되는 개념 변화는 돌봄 문제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돌봄이 필요한 문제를 찾아내는 개념에서 스스로 생활과 건강을 

잘 관리할 수 있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를 찾아내는 개념으로 바뀌는 것이다. 이 개념차이는 현실에서 큰 의미가 있다. 

식사를 잘 못하여 허약해진 어르신 문제에 대해서 예를 들어 보면 공급자 시각에서 식사를 제공할 것인가 말 것인가 혹

은 만약 제공한다면 어떤 식사를 제공할 것인가를 판단하는 문제에서 스스로 식사가 가능하려면 어떤 조건과 동기부여

가 있어야 할 것인가를 판단하는 문제로 전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려면 공급자 시각이 아니라 주민의 시각에

서 문제를 바라보아야 한다. 즉, 식사를 할 수 있는지 기능에 관한 제한된 점검표에 더해 주민의 자립생활 가능성을 중심

에 두어 경제여건, 이웃과의 관계 긴밀함 정도, 주방 등 조리조건 및 주민 스스로 조리기술 구비 정도 등 훨씬 다양한 점

검틀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접근은 건강문제를 평가하는 과정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돌봄문제를 해결

하는 접근에서도 공급자 입장에서 필요한 돌봄문제를 100% 해결해주는 것이 아니라 주민 스스로 돌봄 역량을 높이기 

위한 협력의 여지를 남겨두고 돌봄문제를 해결하는 고안이 필요하다. 이때 주민 당사자의 능력수준과 의지 그리고 어떤 

조건이 있으면 도달 가능한 능력 수준을 분석하여 돌봄이 제공되어야 한다. 따라서 돌봄 문제를 평가하거나 돌봄 계획을 

세울 때 이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훈련도 있어야 하고 나아가 주민 스스로 및 가까운 가족이나 이웃의 참여

가 필수이다. 돌봄이 필요한 주민은 가족 등 지역사회에서 일원이 되어 살아가기 때문에 해당 주민이 속한 공동체의 관

심과 지지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당연히 돌봄문제를 평가하는 시스템에 주민이 속한 지역사회 공동체의 문화 및 

이해관계, 조직관계 등이 파악되어야 하고 공동체 돌봄문제에 대한 참여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접근도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 

커뮤니티케어 철학 관점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또 다른 요소는 바로 가정에서의 돌봄을 만드는 것이다. 실제 

이러한 관점은 캐나다 커뮤니티케어에서 ‘가정 최고 철학(Home First Philosophy)’이라는 용어로 일반화되어 있다

[10]. 가정(Home)이야말로 병원에서 퇴원하는 환자에게 가장 안정감을 주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최상의 공간이라

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가정에서의 환자 돌봄은 커뮤니티케어에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기 때문에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Home and Community Care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주민에게 제공되는 Home 에 관한 서비스를 

단순히 주거복지(House welfare)라는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 환자 및 주민의 입장에서 가정이 그들에

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사생활이 보장되는 곳일 뿐 아니라 개인사와 가족 등 이웃의 관계가 집약된 

곳으로 가정을 이해해야 진정한 커뮤니티케어를 구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철학 관점은 실제 돌봄제공의 기능과 협력체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

[11]. 실제 철학 관점이 커뮤니티케어에 영향을 미친다는 보고[12]도 있어 시사점이 크다.

커뮤니티케어 전달체계 문제와 대안

스스로 건강한 자립생활을 증진시키고 동시에 돌봄이 필요한 주민에게 제때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차

원에서 커뮤니티케어 서비스가 잘 제공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때 주민에게 효과있게 커뮤니티케어 서비스가 잘 제공

되도록 하는 것을 커뮤니티케어 전달체계라고 정의할 수 있다[13]. 지역사회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커뮤니티케어 

전달체계는 크게 나누어 두가지 측면이 있는데 하나는 돌봄문제가 있는 주민이 사각지대에 놓여있지 않도록 적절히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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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하여 돌봄연계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흐름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지역사회 전체 주민이 스스로 건강하게 지역사회

에서 잘 지낼 수 있도록 자립 생활 역량을 높여주는 흐름이 있다. 이 두 개의 흐름 가운데 전자는 문제가 발생한 주민의 

돌봄 처치를 돕는 것이라 할 수 있고 후자는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두 측면은 동전의 앞

뒷면처럼 밀접히 연결되어 있어서 어느 한 측면이 소홀하면 다른 한 측면이 성과적으로 작동할 수 없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또한 감춰져 있는 돌봄문제 발굴과 주민들의 건강위험 요소 파악 접근을 동시에 하면서 발굴된 돌봄문제에 대해서

는 사례관리 및 연계를 통해 해결하고 위험요소에 대해서는 개인별 상담을 시행하고 비슷한 위험요소를 가진 주민들끼

리 집단 교육을 시행하는 등 스스로 위험관리역량을 높이도록 도와주는 접근이 필요하다(그림 1). 이러한 접근은 비례적 

보편접근[14]이라고 하여 지역사회 돌봄문제 해결에 효과적인 접근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이때 보편접근 대상이 되는 

지역사회 주민은 일반적으로 출생 영유아 및 6세 이하 학령전기 어린이, 그리고 65세 이상 노인이나 특정 지역에 거주

하는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것이 바람직하다[15].

<그림 1> 돌봄문제 접근방법에 따른 비례적 보편접근 개념도

이러한 커뮤니티케어의 서비스 전달체계 흐름은 ‘스크리닝-돌봄요구도평가-돌봄계획-돌봄연계-모니터링’으로 이루

어진다. 스크리닝은 지역사회 돌봄 종사자(방문간호사 같은 훈련된 전문가) 및 지역사회에 같이 거주하는 주민(일정한 

교육과 훈련을 받은)에 의해 이루어지고 스크리닝을 통해 발굴된 돌봄요구가 있는 주민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돌봄요구

도 평가를 시행한 후 이를 토대로 돌봄계획을 수립하여 적절한 사례관리 및 연계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이때 통합 돌봄평가 및 계획수립 과정은 돌봄대상자를 중심으로 한 커뮤니티케어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

다. ‘케어 코디네이션(care coordination)’이라는 용어로 정의될 수 있는 이 과정은 대상자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

기 위해 다양한 서비스 구성요소 사이의 활동을 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서비스 구성요소 사이에 활동을 조정하

는 것은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적절한 인력 등 서비스 자원이 제공되도록 하는 것을 포함한다[16]. 이러한 케어 코디네이

션은 만성적이고 복합적인 돌봄문제를 가지고 있는 대상자에게 보건, 의료, 복지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경우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어지고 있다. 용어도 협력돌봄, 연속돌봄, 사례관리 등 다양하게 쓰이고 있으나 핵심 기능은 유

사하다[17].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결국 대상자 평가, 돌봄계획 수립, 참여할 돌봄제공자 규명과 그들의 역할 정의, 환자

를 비롯한 모든 돌봄제공자와 정보교환, 돌봄계획 실행, 평가 등이 핵심 내용이다. 이러한 케어 코디네이션은 간호사,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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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지사, 의사 등 다양한 직종이 맡을 수 있으나 보통 다학제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팀 구성과 팀역할의 조정을 통해 이

루어지게 되고 돌봄대상자 및 관련 지역사회 주민의 참여도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다[16]. 

이러한 케어 코디네이션에서 중요한 고려사항은 주민이 더 건강하게 가정과 지역에서 오래 지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 때문에 건강수준과 복지요구도에 맞는 커뮤니티케어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소득수준이 낮은 주민

에서는 복지요구도와 건강관리요구도가 동시에 높을 가능성이 있고 반면 소득수준이 높은 주민에서는 복지요구도와 건

강관리요구도가 동시에 낮을 가능성이 있다[18]. 이러한 여건에 맞추어 필요한 케어 서비스를 코디네이션하는 것이 필요

한데 특히 건강수준을 평가하고 이에 맞추어 돌봄계획을 수립하는 보건의료 전문성이 커뮤니티케어 과정 특히 케어 코

디네이션에서 중요하게 고려될 필요가 있다. 특히 케어 코디네이션에서 의사의 역할은 중요하다. 커뮤니티케어의 중요한 

구성 부분으로 의사들의 참여가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19, 20] 케어 코디네이션에 참여하는 의사는 객관적으로 주민의 

건강수준 평가와 돌봄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이후 진단 및 치료 등 영역에서 병의원 의사들과 연계 및 정보 소통 등에 중

요한 역할을 맡을 수 있기 때문이다. 

건강수준에 따른 케어 코디네이션은 가정과 지역사회 단계, 일차의료 단계, 병원 단계 등 건강수준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될 필요가 있다. 이때 건강수준 단계는 ‘건강단계-가벼운 질환단계-질병단계’로 나눌 수 있고 건강단계에는 일상생

활이 가능한 건강인에게 가정 및 지역사회에서 건강을 지키는 케어 코디네이션(건강검진 및 건강생활습관 관리 등)이 요

구되고 가벼운 질환단계에서는 주로 만성질환 초기 주민에게 보건소 및 일차의료영역에서 질병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케어 코디네이션(합병증 검사 및 만성질환 관리 등)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질병단계에서는 주로 중증질병 및 급성기 

장애를 가지고 있는 환자에게 병원에서 치료 및 회복과 가정으로의 복귀를 위한 케어 코디네이션(반복입원 위험성 평가 

및 지역사회 연계 등)이 요구된다. 각 건강수준 단계에서는 건강 기능에 따른 복지요구(교육 및 사회경제 수준에 따른)

를 분석하여 연계시키는 케어 코디네이션이 동시에 제공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가벼운 질환단계 및 질병단계에서

는 혼자 생활이 어려운 주민을 위해 그들의 건강 기능 수준에 맞추어 다양한 주거 지원 서비스가 필요한데 개인 소유 주

택에 지낼 수 있는 주민을 위한 주택개량 및 생활지원 서비스, 그리고 공동주택(식사와 운동을 공동지원) 및 그룹홈(식사

와 운동 및 일부 생활 지원 등)에 가야할 정도의 건강 기능 수준이 낮은 주민에게도 역시 필요한 건강관리 및 복지서비스

가 제공되어 가급적 요양시설이나 병원에 가지 않도록 돕는 서비스 인프라가 필요하다[21].

한국에서 건강수준에 따른 케어 코디네이션을 적절히 제공하기 위해서는 공공보건의료전달체계의 정립이 특히 필요

하다. 커뮤니티케어를 강화하는 방향은 기존 보건의료전달체계의 방향을 반대로 되돌리는 흐름이라고 할 수 있다. 평소

에 건강하게 잘 지내던 주민이 일단 발병하게 되면 일차의원에 가고 거기서 해결안되면 다시 큰 병원으로 옮기는 개념이 

아니라 병원에 입원한 사람이라도 가정과 집에서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돕는 흐름이기 때문에 각 건강수준단계에 

케어 코디네이션이 필수이고 이러한 케어 코디네이션 기능은 주민의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 요구를 최우선으로 실현할 임

무를 가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건의료체계에서 담당하는 것이 마땅하다. 국공립병원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통합 

케어 코디네이션을 위한 통합지역의료과를 신설하여 환자를 중심으로 한 진료과간의 통합 연계 진료는 물론이고 지역

사회 보건소 및 일차의료 개원의와 긴밀한 연계를 가져야 하고 보건소 산하의 보건지소로 하여금 일차의료 단계의 케어 

코디네이션을 담당하도록 하며 각 동주민자치센터 마다 건강단계의 건강증진을 위한 케어 코디네이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서 권역별로 국공립병원이 필요하고 농촌은 이미 읍면마다 있는 보건지소가 도시지역 2-4

개 동마다 만들어져야 한다. 보건지소의 기능도 케어 코디네이션에 적합하게 변화해야 한다. 건강단계의 케어 코디네이

션은 비례적 보편주의를 실현하는데서 가장 중요한 기능이므로 읍면동 주민센터를 중심으로 한 방문건강관리 기능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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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이 중요하다.

케어 코디네이션은 대상자 개인을 중심으로 한 전문가들의 정보교환 및 적절한 서비스 제공 협력도 중요하지만 더 나

아가 지역사회 차원에서 다양한 자원연계 등 체계의 협력 연계도 중요하다. 실질적으로 케어 코디네이션을 성공하려면 

질관리를 위한 교육훈련과 표준화된 도구의 개발, 그리고 인력과 조직의 안정화 등이 갖추어져야 하기 때문이다[22].

커뮤니티케어 정책환경의 문제와 대안

커뮤니티케어를 통한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접근이 중요하다. 소위 체계적인 접근은 건강을 위한 

모든 활동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을 의미하고 단순히 건강관련 조직 활동의 통합만이 아니라 건강관련 조직 활동이 

성과적으로 작동되도록 하는 영향 요인을 모두 망라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23]. 체계적인 접근을 요약한 모델은 서

비스전달체계, 재정배분, 정보체계, 인력양성, 리더쉽 등이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작용하여 수준 높은 서비스의 질 보장

과 주민의 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통해 주민 건강향상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24]. 커뮤니티케어

를 활성화 하는 데서도 체계적 접근은 중요한데 특히 지방정부의 리더쉽을 높이고 지방정부에 대한 재정배분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가 핵심 요인이라는 주장이 지배적이다[25-26]. 커뮤니티케어 서비스 방향은 어떻게 하면 주민이 스스로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게 지내도록 할 것인가를 강조하기 때문에 지역사정에 정통한 행정권력 즉, 지방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제도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은 자연스럽다. 하지만 어떻게 하면 지방정부로 하여금 실질적으로 주

민 건강보호와 건강증진을 위해 인프라 투자를 앞장서게하고 그 성과에 예민하도록 할 것인지 즉, 동기부여를 줄 것인가 

하는 문제도 똑같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커뮤니티케어와 공공의료를 위한 ‘지방 보건의료 균형발

전 특별회계(가칭)’가 만들어질 필요가있다. 이 특별회계의 세원으로는 건강증진기금, 의료급여기금, 건강보험, 농특세, 

응급의료기금,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4조 2항에 따른 지역발전회계 전출금, 국고 일반회계 전입금, 지방정부 일반회

계 전입금,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같은 법정 기부금 등이 모두 가능하도록 하여 각 세원별로 일정 비율이 특별회계로 모이

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외에 건강증진기금을 통한 신규 세원 발굴(예를 들어 주류에 부과한 건강증진기금 등)도 

가능하다면 이 특별회계에 포함되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편성된 재원은 중앙정부와 광역지방정부에 기금으로 

편성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앙정부에 편성된 기금은 공공병원, 보건소와 보건지소 등 광역지방정부로 하여금 

커뮤니티케어와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투자가 가능하도록 하고 광역지방정부에 편성된 기금은 기초 지방정부로 하여금 

인건비 및 사업비 등 운영비 투자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이 특별회계 기금은 중앙정부는 보건의료

기본계획, 지방정부는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되어 집행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보건의료분야 정부투자가 지방정

부로 하여금 지역사회의 건강문제가 무엇인지 인식하고 해결전략과 계획을 수립하며 이를 집행하여 어느 정도 성과를 

얻었는지 평가함으로써 다시 문제인식과 해결전략 수립으로 이어지는 순환구조를 갖도록 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지방정

부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이 충분히 수립되었는지와 소정의 성과를 거두었는지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투자가 이루어지도

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계획수립과 성과평가 과정은 지방정부의 커뮤니티케어 리더쉽 형성에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다. 

이러한 보건의료 재정투자 방식은 최근 유럽연합의 유사 사례를 참고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27].

일반적으로 건강수준 향상을 평가하는 지표는 커뮤니티케어 활동을 통해 달성가능하고 이해하기 쉬운 지표들로 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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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특히 질병예방 단계에서 도움이 되는 지표들로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건강단계에서는 다양한 건강생활

습관에 관한 지표들이 있지만 특히 건강검진 참여율, 운동실천을 위해 참여하는 지역사회 또래 모임수 혹은 이러한 모

임에 전혀 참여하지 않는 주민의 비율 등이 바람직하다. 가벼운 질환단계에서는 당뇨의 경우 당화혈색소 수치 이상자 비

율, 고혈압 및 당뇨 합병증 검사자 비율, 천식 및 당뇨 등으로 인한 입원자 비율[28] 등 소위 일차의료 외래 민감 질환 등

이 바람직하고 질병단계에서는 만성질환 합병증 재입원 비율 및 본인부담 의료비 규모 등 일차의료 및 가정에서의 커뮤

니티케어의 성과와 연관된 지표가 역시 바람직하다. 이러한 지표는 건강보험공단에서 광역 지자체별로 매년 연령표준화 

지표로 측정하여 제시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건강단계 및 가벼운 질환단계 지표는 기초 지자체까지 제시되는 것이 고려

될 필요가 있다. 특히 위 지표들은 건강보험가입자와 의료급여수급자 및 건강보험차상위계층 사이에 격차를 연령 표준

화 하여 제시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 지표들은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과 커뮤니티케어와 공공의료 활동에 의한 성과 평

가에 활용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인적자원 개발이다. 일반적으로 보건의료개혁에서 인적자원 개발은 흔히 간

과되기 쉬우며 해결도 어렵다[29]. 따라서 정책 차원에서 규모있는 투자가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커뮤니티케어 시행을 

위한 기존 공공 및 민간 보건의료부문 직원들의 준비 정도는 매우 부족하다고 보아야 한다. 우선 커뮤니티케어를 위한 

새로운 사업 영역에 직원수도 부족하고 새로운 직종이 개발되어야 할 필요도 있다. 또한 이미 근무하는 사람들도 시범 

사업 때문에 근무 형태가 정규직이 아닐 가능성이 높으며 새로운 사업 내용에 따른 업무 지식이나 기술이 부족한 영역

이 많을 수 밖에 없다. 커뮤니티케어 사업의 성공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준비된 인력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따라서 이에 대한 체계적인 투자 전략이 만들어져야 한다[30]. 가정 및 그룹홈, 공동주택 등에 거주하거나 거주하게 될 

건강기능 취약주민에 대한 주거지원 서비스 인력과 이를 위한 사회적경제 시스템등이 적극 모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커뮤니티케어를 위한 케어 코디네이션을 담당할 인력은 공공보건의료 영역에 속해야 하고 그들 직무의 

안정성을 위한 고용형태와 복지체계를 기본으로 한 위에 그들 업무의 성과향상을 위한 직무분석과 직무과정 그리고 성

과평가 체계가 만들어져야 한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기술지원할 수 있는 체계까지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광역지방정부 

차원에서 ‘재단법인’의 형태로 만들어져 공공과 민간의 협치 모델뿐 아니라 연구와 실행을 동시에 구현하는 플랫폼으로 

기능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서울시의 공공보건의료재단 형태도 좋은 참고가 될 수 있다).

끝으로 한국 상황에서 커뮤니티케어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민간의료 부문의 협력과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31]. 이를 위해서는 단순히 건강보험수가를 활용한 정책외에도 지역사회 거버넌스를 통한 참여와 협

력을 이끌어내는 지방정부 차원의 노력을 활성화하는 정책도 함께 모색되어야 한다. 따라서 앞서 언급한 커뮤니티케어 

특별회계 기금의 활용에 이러한 내용도 함께 모색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단순한 민간의료기관 참여와 협력이 아니라 공

공의료 원칙과 지나친 영리화를 경계하는 협력의 틀이 명확히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32]. 향후 급속한 고령화 및 유래없

는 저출산 현상에 따른 정부 재정의 효과적인 활용이 중요하며 무엇보다 객관적 커뮤니티케어 필요도에 토대한 서비스 

설계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공공보건의료체계의 케어 코디네이션 시스템이 안정되어야 하며 특히 권역별로 규모있는 공

공병원이 만들어져 필수의료와 커뮤니티케어 수행의 임무를 분명히 하고 일차의료 활성화에 기여하는 모델을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보건지소도 케어 코디네이션 센터로서 기능 정립과 인력 배치가 만들어져야 하며 동주민센터에

도 찾아가는 지역사회 방문건강관리 모델이 정립되어야 한다. 이외에도 복지영역이 파트너로서 복지분야 케어 코디네이

션 체계와 연계 서비스 기능이 함께 만들어져야 한다. 한국에서 복지분야 케어 코디네이션은 시군구청과 읍면동을 중심

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연계를 위한 인프라는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연계 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소프트웨어가 활성

화되는 노력이 필요하므로 지방정부 차원에서 만들어지는 특별회계 기금이 가능하다면 충분히 활용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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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케어가 성공적으로 한국사회에서 정착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이다. 특히 유래없이 빠른 고령화 현상과 극도로 

낮은 저출산 현상을 성공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나아가 높은 양극화 현상과 인권으로서 건강권을 보호

하고 실현하기 위한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커뮤니티케어는 기존의 보건의료체계 및 돌봄 흐름에 대한 방향을 전면

적으로 전화하는 혁신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시도는 보건복지부가 지침을 만들고 일부 지방자치단

체를 중심으로 시범사업이 시작되고 있어 아직은 미약하지만 향후 본격 시행에 대비한 전략과 비젼, 그리고 세부 전술이 

잘 만들어져야 한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는 커뮤니티케어에 대한 철학과 사업수행을 위한 전략 그리고 정책환경이 잘 고

안되는 것이 필수이다. 

커뮤니티케어 철학에서는 공급자 중심이 아닌 주민의 활동을 중심에 둔 보건의료서비스 개념이 새롭게 정립되어야 한

다. 무엇보다 본인이 불건강하다고 느껴서 찾아온 의료기관에서 적절한 치료를 공급하는 개념이 아니라 본인은 건강하

다고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이 건강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는 현실을 깨닫게 하고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하도록 돕는 서비

스여야 하기 때문에 서비스 관점부터 근본적으로 달라져야 한다. 

서비스 전달체계에서는 케어 코디네이션 개념이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한 공공보건의료 체계 정립이 필요하다. 커뮤

니티케어가 중요한 공공의료 개념으로 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커뮤니티케어는 지역에서 뿐 아니라 학교와 직

장단위에서도 구현되어 생애과정별로 이루어져야 하며 보편서비스이면서도 건강관리 취약계층에 대한 선택접근도 동시

에 수행되는 비례적 보편주의가 구현되어야 한다. 또한 커뮤니티케어를 위한 정책환경 체계가 잘 만들어져야 한다. 특히 

지방정부의 주도적 역할을 위한 정책 설계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한 재정투자 전략이 지방정부의 계획수립과 연계되어야 

한다. 또한 인력자원개발 및 관리 전략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보건의료 분야 커뮤니티케어의 정책성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커뮤니티케어에 대한 요구를 활발하게 논

의하고 정책요구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광범위하게 전개될 필요가 있다. 특히 보건의료분야 지방분권화 요구 및 보건의료

분야 국토균형발전 필요 등이 정립되고 확산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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