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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구조의변화와주요정책의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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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10.3%
장기요양보험

2018: 14.3%
지역사회통합돌봄
제2차장기요양기본계획

OECD Health Data  재편집



인간중심케어논의의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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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 후 요양시설의 급격한 증가

 2008년 1,700여 개 → 2013년 4,585개 → 2017년 5,242개 (보건복지부, 2018)

 급속한시설증가는 서비스질의문제(권용진, 2010), 안전및 거주자학대 사례보고(정락인, 2012)

 그러나공단에서실시하는서비스질평가는주로 행정및 구조, 일부 과정측면만을평가하여충분하

지 못함 (이미진, 2011): 규제중심의질 관리시스템은지속 가능성낮음!!

 영국, 캐나다, 호주 등

 동일한문제(시설수 증가에따른서비스질 저하및 거주자들의삶의질 저하)를경험하면서, 이를극

복하기위해대두된개념이 “인간중심케어(person-centered care)” (Flesner, 2009)

 Kitwood (1997) 치매노인을사회적인존재인한인격체로바라보는 Personhood을정의함

 미국

 1987년 일괄예산조정법안(OBRA) 도입 후, 개별화된노인 사정(RAI 이용)을하도록규정

 그러나장기요양서비스의질적 우려(화재및 인권문제)가 지속되면서공급자중심으로자발적으로

장기요양제도전반에인간중심케어를강조하는 “문화변화(culture change)”가 일어나다양한 형태의

인간중심케어모델이개발되기시작함 (Koren, 2010)



인간중심적요양시설로의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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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어철학의변화: 의학적모델(medical care model) → 사회적모델(social care model)

인간중심케어란?

 주요특성 (Brooker,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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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중심케어란?

 주요구성요소 (Edvardsson et al, 2008; McCormack, 2004; Koren, 2010)

 개별화된케어/자기결정권 (individualized care/autonomy)

 거주자들의심리적욕구에대한배려를제공

 거주자들의잔존능력과개별적가치를존중함

 거주자개인의독립적, 자율성, 자존감을중요하게여김

 의사결정과정에거주자들의의견을반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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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적흐름

1) 미국: 에덴 대안 모델, 그린하우스 모델, 웰스프링 모델

2) 영국: 관계 중심 모델

3) 네덜란드, 스웨덴 등: 소규모 치매요양시설

4) 일본: 유닛형 개호노인복지시설 (개인실유닛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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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중심케어의적용(1):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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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중심케어의적용(2): 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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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중심케어의적용(2): 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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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중심케어의적용(3): 조직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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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중심케어의연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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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중심케어모델의효과

 전반적으로 심리사회적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냄

(예: 지루함, 무력감, 우울, 만족감, 삶의 질 등)

 인간중심케어에기반한중재의효과

 거주자: 참여, 활동, 정서, 문제행동측면에 긍정적인 효과

 직원: 업무에 대한 인식, 능력, 이직의도, 만족감 등



우리나라인간중심케어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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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마니튜드(humanitude)치매케어

• 프랑스어로 ‘인간다움’을의미하

는 용어로, 치매노인을돌보는과

정에인간다움을회복한다는철

학에기초해있음

• 1979년 프랑스의지네스트와마

레스코티가개발한케어기법

• 치매환자를케어할때 바쁜 일과

시간과안전이라는이유로치매

노인의감정을무시하는강제적

케어를하게되는 경우가많은데, 

유마니튜드케어는되도록이면

이러한강제적케어를없애려는

인간중심케어의한형태라고볼

수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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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중심적의사소통

15



인간중심적의사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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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단계별의사소통방법(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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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단계별의사소통방법(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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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단계별의사소통방법(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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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단계별의사소통방법(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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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A 의사소통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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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A 의사소통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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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심리증상(BP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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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심리증상(BP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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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중심적행동심리증상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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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중심적행동증상관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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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행동증상중재법 (약물 + 비약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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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행동증상유형별중재방안(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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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행동증상유형별중재방안(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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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행동증상유형별중재방안(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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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행동증상유형별중재방안(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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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행동증상유형별중재방안(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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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행동증상유형별중재방안(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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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ok At Me as a Person (LAMP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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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요양시설인간중심치매 케어교육을 위한 스마트기기 활용 하이브리

드 모듈 개발 (한국연구재단, 2017-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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