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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는 노인 장기요양보험 등급 인정자들의 노인복지용구 품목과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와 요구도를 조사
함으로써 복지용구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자료수집은 D광역시와 I시에 위치한 재가복지서비스 시설
을 이용하는 노인 장기요양보험 등급자 184명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0.0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분석을 하였다. 연구결과, 인지지원 등급자를 제외한 대상자들은 복지용구 품목과 서비스에는 보통
에서 만족하는 경향을 보였다. 1등급과 2등급 인정자들은 자조관리를 돕는 품목, 3등급에서 5등급 및 인지지
원 등급자들은 건강관리 및 안전에 관련된 품목에 대한 요구도를 보였다. 복지용구 서비스에서는 모든 장기요
양보험 등급 인정자들이 주기적인 추후관리 서비스, 복지용구 전문가 및 전문 인력 교육훈련 그리고 체계적인 
평가를 필요로 하였다. 본 연구는 기존의 복지용구관련 선행연구와 달리 장기요양보험등급별 복지용구 품목에 
대한 요구도를 세부적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추후 본 연구결과가 복지용구 품목 
및 서비스와 관련한 제도개선에 기초적인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해본다.

■ 중심어 :∣노인복지용구∣복지용구관련 서비스∣만족도와 요구도∣노인장기요양보험등급∣개선방향∣
Abstract

This study is was to suggest improvement of assistive device for the elderly according to investigate 
the satisfaction and the needs of assistive device for elderly. The subjects were 184 beneficiary older 
adults in long-term health insurance who used home care service in I city and D city.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 20.0. With the exception of cognitive assistance grade, subjects were showed 
from ‘normal’ to ‘ satisfied’ on a types of assistive device and services related to assistive device. Ⅰ, 
Ⅱ grade subjects needed assistive device for self-care. Ⅲ, Ⅳ and Ⅴ grade subjects needed assistive 
device for safety and health maintenance. In the service related assistive device, All subjects needed 
service on ‘periodic follow-up service’, ‘expert on assistive device’ and ‘comprehensive evaluation’. This 
results is significant in that it suggest to needed assistive device in accordance with grade unlike 
previous studies. Results of this study will expected to utilize as a basic evidence for improvement of 
assistive device, service related to assistive device for elderly.

■ keyword :∣Assistive Device for Elderly∣Service Related to Assistive Device∣Satisfaction and Needed∣
Long-term Care Insurance∣ Direction of Impr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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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의 이론적 배경 및 필요성 
2019년 현재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인구 수는 

14.9%, 2060년에서는 41.0%로 지속적으로 급증할 것
으로 예측되고 있어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가능성이 가속
화될 가능성이 제시되고 있다[1]. 고령화에 다른 고령자
들의 만성질환 증가로 의료서비스 및 사회보장제도 서비
스의 요구도 함께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2]. 우리나라는 
지난 2008년 7월 노인 장기요양 보험 제도를 도입하고 
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 목욕 등 방문서비스, 주야간보
호와 단기보호 서비스, 복지용구 급여 등 재가 장기 요양 
서비스 급여를 마련하였다[3]. 또한 최근 지역사회통합 
돌봄계획을 발표하며 노인이 사는 곳에서 건강관리를 받
고 각종 돌봄 서비스 등을 편하게 누릴 수 있도록 ‘케어
안심주택’을 대폭 확충하고 재가의료급여를 신설해 노인
들의 재가생활을 지원하여 재가 장기요양 서비스의 수혜
자 수를 높이겠다는 계획을 내세웠다[4]. 이처럼 재가 장
기요양 서비스 관련 정책들은 노인들이 자신들이 거주했
던 곳에서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수행하고 지역사회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또한, 
고령자들이 요양 및 병원 시설에서 벗어나 자신들이 거
주했던 곳에서 남은 여생을 살아 갈 수 있도록 하는 ‘탈
시설화’라는 재활패러다임의 변화에 대응한 정책방안이
라 할 수 있다.

재가 장기요양 서비스 중 기타재가급여에 속하는 복지
용구는 심신기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을 수행하는데 지
장이 있는 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자립
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용구를 제공하는 장기요
양급여를 말한다. 제공되는 복지용구 품목은 총 16종이
다. 이 중 구입 품목은 10종으로 이동변기, 목욕의자, 성
인용 보행기, 미끄럼방지용품, 지팡이, 안전손잡이, 간이
변기, 욕창예방방석, 자세보조용구, 요실금 팬티이고 대
여 품목은 6종으로 수동휠체어, 전동침대, 수동침대, 욕
창예방매트리스, 이동욕조, 목욕리프트, 배회감지기와 경
사로가 있다. 그리고 구입 및 대여품목은 욕창예방매트
리스로 구성되어 있다. 복지용구의 급여대상자는 65세 
이상 노인 또는 치매, 중풍,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으
로 6개월 이상의 기간에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

려우신 분을 대상으로, 장기요양등급 판정기준에 관한 
고시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호법 수급자 1등급부터 5등
급, 인지지원등급까지 등급을 나누어 복지용구를 지급하
고 있다[3]. 복지용구는 재가서비스 대상 노인들의 자립
을 지원하고 수발자의 부담을 경감시켜 당사자 뿐 만 아
니라 주수발자인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개선시키는 역
할을 하고 있다. 또한 경제적 부담 경감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5]. 복지용구 이용자 및 급여비용
은 장기요양보험 도입 이래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
여 2008년 대비 2015년 각각 8.7배, 8.5배 증가율을 보
이고 있다[6]. 그러나, 급증하는 복지용구 이용에 따라 
여러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다. 

복지용구 이용현황과 복지용구 이용자 요구도 및 만족
도 조사결과,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2~5등급에 상관없
이 복지용구 사용품목이 동일하여 수급자에게 적합하지 
않은 품목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었고, 수급자의 신체적 
상태만을 고려하여 복지용구를 서비스 받다보니 수급자
가 실제 생활하는 거주환경에서 복지용구를 사용함에 있
어서의 불편함 등을 호소하였다. 또한 복지용구 서비스 
제공자의 전문가 자질부족 및 전문성 저하 등으로 복지
용구의 대부분을 ‘전문가의 권고 및 권유’ 보다는 수급자 
및 수급자 보호자의 결정이나 복지용구 사용경험자의 경
험을 위주로 선택하는 경우도 복지용구 및 서비스에 대
한 불만족스러움으로 언급되고 있다[9][10]. 이러한 문제
점들에 대한 해결방안을 위해 복지용구 서비스 만족요인 
및 개선방향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었다. 그리고 국외 여
러 나라 복지용구 서비스 비교한 연구도 선행되었다. 개
선방향에 대한 선행 연구에 따르면 수급자가 복지용구를 
대여 및 구매할 때 전문적인 상담 및 교육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함을 보고하였다[12]. 다시 
말해 복지용구 선택과 훈련방법을 제공하는 전문 인력 
및 훈련 프로그램을 마련과 더불어 전문성 있는 인력확
보를 강조하였다. 복지용구 품목의 확대 및 복지용구 부
속품에 대한 급여마련 뿐만 아니라 고령자의 신체상황 
및 주택상황에 필요한 복지용구 대여품목 확대가 필요하
다고 제언하였다. 이와 더불어 복지용구 품목 확대 및 서
비스 개선을 위해서는 노인 장기요양 수급자들의 복지용
구에 대한 요구도를 수렴하는 것을 강조하였다[7][11]. 

이처럼 여러 연구에서 복지용구 및 복지용구 관련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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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점을 제시하였지만 지금까지
의 선행연구들 보면 복지용구 이용 만족도 조사에서 연
구 대상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장기요양 등급을 제시하지 
않거나,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호법 개정 전(2010년)에 연
구를 실시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인정자 1등급에
서 3등급까지만 연구대상자로 선정하여 연구를 실시하
였다. 혹은 특정 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을 대
상으로 복지용구의 만족도와 필요도에 대한 연구가 실시
되었다[5][9][11]. 복지용구 및 복지용구 관련 서비스는 
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하여 제공되는 만큼 이들의 만족
도와 니즈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노인장기요양등급 인정
자들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이들이 어떤 복지용구 품목
을 원하고 복지용구 관련 서비스는 어떻게 개선되었으면 
하는지 사용자의 만족도와 요구도를 파악하는 것은 중요
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인정자들을 대상으로 한 복지용구에 대한 만족도와 
요구도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위의 선행 연구
들을 기반으로 하였을 때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세울 
수 있다. 첫 번째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인정자들은 복
지용구 품목 및 서비스에 대해 불만족스러워 할 것이다. 
두 번째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인정자들은 등급별로 복
지용구 품목에 대한 요구도가 상이할 것이다. 세 번째 노
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인정자들은 등급별로 복지용구 서
비스에 대한 요구도가 동일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노인복지용구 서비스의 수혜자인 장
기요양보험등급을 인정받은 분들에 한해 현재의 노인복
지용구 품목과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함에 동시에 
현재 제공되는 복지용구 품목 외 필요로 하는 품목이 무
엇인지와 더불어 복지용구 서비스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더 나아가 노인복지용구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노인들이 일상생활에서의 독립
성 및 정주성 증진을 도모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복지용구 서비스의 수혜자인 장
기요양보험등급을 인정받은 분들을 대상으로 노인복지
용구 품목과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는 것이다. 
이와 동시에 현재 제공되는 복지용구 품목 외 필요로 하
는 품목이 무엇인지와 더불어 복지용구 서비스와 관련한 
요구도를 파악하여 복지용구의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함이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고 노인 장
기요양보험 등급별 복지용구 사용현황에 대해 파악한다.

둘째, 노인 장기 요양보험등급별 복지용구 품목 및 복
지용구 관련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와 요구도의 우선순위
를 파악한다.

Ⅱ.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인정자를 대상으로 

복지용구 품목과 서비스에 대한 현황과 만족도를 파악하
고 복지용구 품목확대와 서비스 개선방향을 분석하기 위
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D광역시와 I시에 위치한 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주간보호센터, 복지용구사업소 및 방문요양센
터를 이용하거나 치매안심센터를 이용하는 노인장기요
양보험 등급자를 대상으로 편의표집하였다.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연구 참여에 대하여 동의하신 분들을 대상자로 
하였다. 자료 수집은 2019년 2월부터 2019년 6월 15일
까지 우편 및 메일을 통해 총 22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
였고 불성실한 응답을 보인 설문지를 일부 제외하고 총 
184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3.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지는 크게 세부분으로 나누었

다. 첫 째로 일반적 특성을 묻는 문항, 두 번째로 현재 
제공받고 있는 복지용구 품목 및 복지용구에 관련된 서
비스에 대한 만족도 그리고 세 번째는 추가되었으면 하
는 복지용구 품목은 무엇인지, 복지용구 관련 서비스에 
대한 개선점을 묻는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복지용구 품목은 작업치료 시행체계(Occupational 
Therapy Practice Framework)를 기준으로 하여 17
개 영역으로 분류하였고[13], 영역별 복지용구 종류는 
현재 미국 메디케어, 영국 National Health Service 그
리고 일본 개호보험에서 제공되고 있는 복지용구를 근거
로 하여 구성하였다[14-16]. 예컨대 작업영역 중 기능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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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에서의 품목은 전동휠체어, 수동휠체어 부속품, 이
동용 리프트, 수.전동 휠체어에 장착되는 휠체어 테이블 
등으로 구성하였고 건강관리 및 유지하기 영역에서의 품
목은 약 복용시간 알람기계, 음성기능이 있는 혈압측정
기, 혈당측정기로 구성하였다. 작업치료 전공 교수 1인
과 노인복지용구 서비스 관련 전문가 1인의 자문을 받았
다. 또한 재가복지서비스를 받고 있는 65세 이상 어르신 
1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설문내용에 대해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있는지 확인하고 수정한 후 설문
지를 완성하여 배포하였다.

설문지는 대상자들의 일반적인 특성과 복지용구 사용
현황에 대한 정보를 얻는 항목을 제외하고 복지용구 품
목에 대한 만족도 5문항, 복지용구 관련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8문항으로 (1=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2=대체로 
만족하지 않는다, 3=보통이다, 4=대체로 만족한다, 5=매
우 만족한다) 5점 척도에 따라 응답하게 하였다. 그리고 
복지용구 품목개선을 위해 제시된 17개 영역 35개의 복
지용구 품목에 대한 필요여부 문항을 구성하였고 복지용
구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복지용구 컬러사진과 간단
한 설명을 추가하였다. 또한, 복지용구관련 서비스 개선
점과 관련된 10문항으로 (1=전혀 필요치 않다~5=매우 
필요하다) 5점 척도에 따라 응답하게 하였다. 복지용구
의 추후관리서비스 주기에 대한 문항에서는 1=1개월, 
2=2개월, 3=6개월, 4=1년, 5=2년으로 응답하게 하였다.

4.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20.0윈도우용 프로

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특
성, 노인 장기 요양보험등급별 복지용구 사용현황 및 복
지용구 품목과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요구도에 대한 우
선순위를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계를 사용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중 연령은 81~90세가 

78명(42.4), 성별은 여자가 125명(67.9)로 가장 많은 분
포를 차지하였다. 참여자들의 노인 장기요양등급은 2등

급 48명(%), 5등급 39명(21.2%), 4등급 37명(20.1%), 
순으로 나타났다. 참여자들의 질환은 치매가 61명(33%)
로 가장 많았으며 경도인지장애 33명(17.9%), 근골격계 
질환 17명(9.2%)으로 분포하였다. 복지용구 사용형태는 
구매가 90명(48.9%)로 가장 많은 분포를 나타났다[표 
1].

표 1.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N=184)
변수 구분 N (%)

연령

60세 이하  5(2.7)

61∼70세 7(3.8)

71∼80세 40(21.7)

81∼90세 78(42.4)

91세 이상 54(29.3)

성별
남자 59(32.1)

여자 125(67.9)

장기요양등급

1등급 20(10.9)

2등급 48(26.1)

3등급 23(12.5)

4등급 37(20.1)

5등급 39(21.2)

인지지원등급 17(9.2)

주거형태

독거 34(18.5)

배우자와 동거 65(34.8)

자녀와 동거 86(46.7)

질환

근골격계질환 30(16.3)

뇌졸중 23(12.5)

파킨슨 17(9.2)

치매 61(33.2)

경도인지장애 33(17.9)

기타 노인성질환 20(10.9)

복지용구사용형
태

구매 90(48.9)

대여 50(27.7)

구매와 대여 43 (23.4)

전체 184(100)

  
2. 노인 장기요양보험 등급별 복지용구 사용현황

노인 장기요양보험 인정자들의 등급별 복지용구 사용
현황에 대해 조사하였다. 그 결과, 1등급 인정자들은 수
동휠체어, 2등급은 미끄럼방지용품 및 수동휠체어, 3등
급은 미끄럼방지용품, 4등급은 요실금팬티 및 수동휠체
어, 5등급 인정자들은 성인용 보행기, 인지지원등급인정
자는 성인용 보행기와 배회감지기 등을 가장 많이 사용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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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별 복지용구 사용현황(N=184)
 복지용구품목 N (%)

1급 

수동휠체어 19(95.0)

자세변환용구, 전동침대 18(90.0)

미끄럼방지용품, 이동욕조, 
욕창예방매트리스 16(80.0)

2급

미끄럼방지용품, 수동휠체어 26(54.1)

전동침대, 욕창예방매트리스 24(50.0)

욕창예방방석, 자세변환용구, 이동욕조 23(47.9)

3급

미끄럼방지용품 12(52.1)

목욕의자 8(34.7)

이동식변기, 안전손잡이 7(30.4)

4급

요실금팬티, 수동휠체어 18(48.6)

미끄럼방지용품 17(45.9)

성인용보행기 16(43.2)

5급

성인용보행기 15(38.4)

배회감지기 14(35.8)

요실금팬티 12(30.7)

인지지원등급
성인용보행기, 배회감지기 2(100.0)

지팡이, 안전손잡이 1(50.0)

  
3. 노인 장기요양보험 등급별 복지용구 품목에 대한 

만족도 및 요구도
3.1 노인 장기요양보험 등급별 복지용구 품목에 대한 

만족도
노인 장기요양보험 등급별 현재 사용하고 있는 복지용

구 품목에 대한 만족도 조사결과 등급전체로 봤을 때 ‘보
통’의 만족도를 나타냈다. 3급 인정자들은 복지용구 품
목에 대한 만족도를 ‘보통’과 ‘대체로 만족’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 인지지원등급 인정자들은 복지용구품목에 대
해 ‘대체로 불만족’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첫 번째 
연구가설은 기각되었다[표 3].

표 3. 노인 장기 요양보험등급별 복지용구 품목에 대한 만족도
 복지용구품목 만족도 N (%)

1급 보통 10(50.0)

2급 보통 20(41.6)

3급 보통, 대체로 만족 8(34.7)

4급 보통 17(45.9)

5급 보통 15(38.4)

인지지원등급
대체로 불만족 7(41.1)

불만족 이유: 품목제한 12(70.5)

3.2 노인 장기요양보험 등급별 복지용구 품목에 대한 
요구도 

노인 장기요양보험 등급별 복지용구 품목에 대한 요구
도를 조사한 결과 1급에서는 ‘머리감기 세면대’, 2급에서
는 ‘휠체어 테이블’, 3급에서는 ‘응급 벨 시스템’과 ‘혈당
측정기’가 동일한 비율로 가장 높은 요구도를 보였다. 4
급과 5급에서는 ‘약복용알림기계’, 인지지원등급에서는 
‘약복용알림기계’와 ‘혈압측정기’에 대한 요구도가 높았
다. 인지지원등급자는 위에 제시된 품목과 동일한 수준
으로 ‘인공지능로봇’, ‘두꺼운 손잡이’ 에 대한 요구도가 
높은 로 나타났다[표 4]이에 두 번째 연구가설은 지지되
었다.

표 4. 노인 장기 요양보험 등급별 복지용구 품목에 대한 요구도
  복지용구품목 요구도 N (%)

1급 

머리감기 세면대 15(70.0)

혈압측정기, 혈당측정, 14(75.0)

자동배설처리장치 13(65.0)

2급

머리감기 세면대 17(35.4)

휠체어테이블 15(31.2)

이동용 리프트 13(27.0)

3급

응급 벨 시스템, 혈당측정기 16(69.5)

약복용알람기계 15(65.2)

 돋보기 장착손톱깎이 14(60.8)

4급

약복용알람기계 24(64.8)

응급 벨 시스템 22(59.4)

혈압측정기 21(56.7)

5급

약복용 알람기계 31(79.4)

혈압 측정기 22(56.4)

돋보기 장착손톱깎이 19(48.7)

인지지원등급

약복용 알람기계, 인공지능로봇, 혈압측정기, 
두꺼운 손잡이 12(70.5)

응급 벨 시스템, 단추끼우기 보조기도구 11(68.7)

주방싱크대조절기능 9(56,2)

  
4. 노인 장기요양보험 등급별 복지용구관련 서비스

에 대한 만족도 
4.1 노인 장기요양보험 등급별 복지용구관련 서비스

에 대한 만족도
노인 장기요양보험 등급별 복지용구에 관련된 서비스

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장기요양등급 4,5급인정
자들은 ‘ 보통’을 나타냈고 4,5 등급을 제외한 등급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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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은 복지용구 관련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는 것으
로 보였다[표 5]이에 첫 번째 연구가설은 기각되었다.

표 5. 노인 장기 요양보험등급별 복지용구관련 서비스에 대한 만
족도
 복지용구관련 서비스 만족도 N (%)

1급 만족 10(50.0)

2급 만족 25(41.6)

3급  만족 10(43.4)

4급 보통 18(48.6)

5급 보통 18(46.1)

인지지원등급 만족 9(52.9)

  
4.2 노인 장기요양보험 등급별 복지용구관련 서비스

에 대한 요구도
노인 장기요양보험 등급별 복지용구에 관련된 서비스

에 대한 요구도를 조사한 결과 1급 인정자들은 ‘주기적
인 추후관리서비스’, 2급과 인지지원 등급자들은 ‘사용자 
및 보호자 대상의 복지용구 사용방법 훈련’, 3급과 4급은 
‘복지용구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 5급은 ‘환경에 대
한 평가’에 대한 요구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세 번째 연구가설은 지지되었다[표 6].

표 6. 노인 장기 요양보험등급별 복지용구 서비스에 대한 요구도

  

Ⅳ. 논의

본 연구는 재가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 노인 장기 요양 
보험등급 인정자들을 대상으로 복지용구 품목과 서비스
에 대하여 만족도와 요구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의 일반적인 특성을 살펴본 결과 연령은 
81~90세가 대부분을 차지했고 복지용구를 사용하는 장
기요양등급은 2등급, 5등급, 4등급 순이었다. 이러한 결
과는 복지용구 사용현황에 대한 선행연구들의 결과
[5][9][10]와 일부 일치하면서도 즉, 복지용구를 사용하
는 등급 인정자는 2등급이 가장 많이 차지하여 선행연구
들과 동일한 결과였으나 4등급, 5등급 인정자들이 2등급 
다음 순으로 차지하여 기존연구들과 다른 차이점을 보였
다. 이는 복지용구를 사용하는 등급인정자가 점차 확대
되고 있는 2015년 이후 최근의 복지용구 사용자들의 추
세를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21].

연구 참여자들의 질환은 치매가 전체의 33%, 그 다음
으로 경도인지장애가가 17%로 차지하였다. 이는 우리나
라가 초 고령화 시대로의 진입을 앞두면서 치매인구수가 
증가하고 있는 현 시대를 반영한 결과이며 경도인지장애 
혹은 치매고령자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용구품목확대의 
필요성을 언급한 선행연구결과를 지지하고 있다[9][17].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별 복지용구 현황을 살펴보면 
1급은 ‘수동휠체어’, ‘자세변환용구’와 ‘전동침대’, 2급은 
‘미끄럼 방지용품’과 ‘수동휠체어’, 3급은 ‘미끄럼 방지용
품’, 4급은 ‘요실금팬티’와 ‘수동휠체어’, 5급은 ‘성인용보
행기’, 마지막으로 인지지원등급은 ‘성인용 보행기’와 ‘배
회감지기’등을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2]. 이
러한 복지용구 사용현황은 국민건강보험공단[21]에서 
발표한 복지용구 이용현황과 동일한 결과다.

복지용구품목에 대한 노인 장기 요양보험등급자들의 

  복지용구관련 서비스 요구도 N (%)

1급 

주기적인 추후관리서비스(AS주기 1년) 19(95.0)

사용자 및 보호자 대상의 복지용구사용방법 
훈련 16(80.0)

세부적이고 체계적인 평가 15(75.0)

2급

사용자 및 보호자 대상의 복지용구사용방법 
훈련 36(75.0)

세부적이고 체계적인 평가, 
복지용구 사업소의 확대 32(66.6)

주기적인 추후관리서비스(AS주기6개월 ) 30(62.5)

3급

복지용구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 20(86.9)

전문가의 가정방문, 
복지용구 사업소의 확대 19(82.6)

사용자 및 보호자 대상의 복지용구사용방법 
훈련 18(78.2)

4급

복지용구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 전문가의 
가정방문 32(86.4)

주기적인 추후관리서비스(AS주기6개월 )
복지용구에 대한 홍보 30(81.0)

세부적이고 체계적인 평가 28(75.6)

5급 환경에 대한 평가 27(69.2)

주기적인 추후관리서비스(AS주기6개월 ) 26(66.6)

전문가의 가정방문 25(64.1)

인지지원등급

사용자 및 보호자 대상의 복지용구사용방법 
훈련 13(76.4)

주기적인 추후관리서비스(AS주기6개월 )
복지용구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환경에 대한 

평가
12(70.5)

전문가의 가정방문 1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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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도는 ‘보통’에서 ‘만족’으로 나타났다. 이는 복지용구 
만족요인을 분석하면서 사용자들의 만족도를 알아선행
연구 내용[12]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본 연구에서 연구 
대상자들 대부분이 복지용구 품목에 만족스러운 경향을 
나타냈지만, 인지지원등급 인정자들은 ‘품목제한’을 이유
로 복지용구 품목에 대한 불만족스러움을 보였다. 이는 
현재의 복지용구가 인지기능을 돕는 것보다는 신체활동
이나 이동성 및 안전을 돕는 복지용구에 국한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복지용구품목 요구도 조사에서 노인 장기 요양보험등
급 1,2 등급 인정자들은 ‘머리 감기세면대’가 가장 요구
도가 높았다. 이는 1등급 및 2등급 인정자들의 신체적 
상태 및 기능 상태로 인해 와상상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복지용구에 대한 필요성을 보인 것으로 생각된다. 3등급
과 4등급 그리고 5등급 인정자들은 ‘약복용 자동알림기’, 
‘ 혈압측정기’, ‘응급상황 알림기’ 에 대한 요구도가 있었
다. 이는 등급 인정자들이 현재 공급받는 복지용구 외에 
건강관리 및 안전과 관련된 복지용구에 대한 니즈가 있
음을 제시한 박경영과 김민선[11]의 연구결과를 지지한
다. 노인은 노화될수록 만성질환을 동반할 가능성이 높
아지면서 빈번한 약복용을 하게 되며, 규칙적인 약복용
은 이들에게 중요한 수단적 일상생활활동이다[18]. 그러
나 노인들은 인지기능저하, 기능적 능력과 의사소통문
제, 복잡한 약 처방방법으로 인해 처방전대로의 약복용
에 어려움을 겪는다[19]. 따라서 노인들이 거주환경에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규칙적인 약복용 습관을 유
지하기 위해 언제 얼마만큼의 약을 복용해야 하는지 알
림기능이 있는 복지용구 품목이 추가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인지지원 등급자들은 약복용 알림기와 혈압측
정기 와 더불어 ‘인공지능로봇’에 대한 요구도가 높은 비
율을 차지하였다. 장기요양보험 등급 인정자들이 갖고 
있는 질환으로 치매와 경도인지장애가 중요한 비중을 차
지고 있는 만큼, 노인들의 인지기능 증진을 돕는 하이테
크 기반의 다양한 복지용구의 품목확대가 필요할 것이
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제공되는 복지용구 품목은 기본
적 일상생활활동을 위한 품목이 대부분이다. 인지지원등
급이나 치매환자들을 위한 복지용구는 배회감지기 뿐이
다. 우리나라도 미국, 일본, 호주와 같은 선진 국가
[14-16]들처럼 기본적 일상생활활동 뿐만 아니라 수단

적 일상생활 및 여가와 교육에 참여를 돕는 복지용구품
목을 확대하고 이를 서비스하여 노인들이 지역사회에 거
주하면서 작업영역에 참여하도록 격려해야할 것이다.

복지용구관련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보통’에서 ‘만
족’ 으로 나타났다. 복지용구 서비스에 관련된 요구도 조
사에서는 1급 인정자들은 ‘주기적인 추후관리 서비스’, 2
급과 인지지원 등급 인정자는 ‘사용자 및 보호자 대상의 
복지용구사용방법 훈련’, 3급과 4급 인정자들은 ‘복지용
구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 그리고 ‘전문가의 가정방
문’을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의 ‘세부
적이고 체계적인 평가’, ‘복지용구 사업소의 확대’등의 요
구도가 있었다.

복지용구 서비스와 관련한 평가는 대상자의 신체적, 
인지적 및 심리적 상태 그리고 대상자의 거주 및 생활환
경을 포괄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7]. 보다 질 높고 체계
적인 복지용구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대상자, 
환경, 대상자가 하고자 하는 활동 등을 고려한 체계적인 
평가가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복지용구와 
관련한 추후관리 서비스도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다. 김
정순 외 연구[7]에 따르면 일본의 경우 대상자는 개호지
원 전문원으로부터 최소 6개월에서 1회씩 복지용구의 
지속 필요여부를 조사받아 사용자의 니즈나 능력 및 환
경의 변동유무에 따른 서비스를 받는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복지용구에 대한 추후관리는 거의 찾아
볼 수 없다고 보고하고 있다[20]. 앞으로는 대상자의 니
즈, 신체적 상태 및 환경에 변동을 확인하고 세부적으로 
살펴 복지용구를 제공한 시점부터 일생동안의 주기적인 
추후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복지용구 전문가 및 전문 인력 교육훈련에 대한 필요
성은 복지용구 개선사항에 대한 선행연구에서도 다수 언
급된 바 있다[7-10]. 본 연구에서는 복지용구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인력이 복지용구 서비스 이용 대상자들의 
가정환경에 직접 방문하여 개별적인 복지용구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전문가의 역할을 추가적으로 제시하였다. 
지역사회중심의 돌봄 서비스가 중요시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는 대상자 중심의 개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
해 복지용구를 사용하게 될 등급인정자들의 주거환경으
로 찾아가는 복지용구서비스가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적 의의가 있다. 우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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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인정자 1급에서 3급까지 선정하거나 혹은 치매환자에 
해당하는 5등급과 경도인지장애인 인지지원 등급을 포
함하지 않은 기존 선행연구들과 달리 본 연구는 노인장
기요양 등급 인정자를 1등급부터 인지지원등급까지 포
괄적으로 연구대상자로 포함했다는 점, 복지용구의 대한 
만족도와 등급에 따른 요구도에 대한 우선순위를 제시했
다는 점 즉, 장기요양 등급 인정자들이 어떤 복지용구의 
확대를 원하는지, 어떠한 복지용구 서비스를 원하는지 
가령 추후관리 서비스 주기의 적정성을 6개월로 제시함
으로서 그들의 니즈를 세부적으로 파악했다는 점이다. 
최근 인구고령화로 인한 정책적 변화가 중앙정부 및 지
방자치단체에 중요한 과제로 제시되고 있는 시점에서
[22] 본 연구결과가 차후 복지용구 서비스의 정책개선마
련에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는 노인장기 요양보험 등급 인정자들을 등급별
로 포함하였음에도 등급인정자들의 지역분포를 확대하
지 못하였다. 또한 대상자 거주지역이 다소 협소하여 연
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제한이 있다. 추후에는 대상자 
및 대상자의 거주 지역을 확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본 연구를 기초로 등급별 요구도의 차이 혹은 등
급별 노인복지용구 사용경험에 대한 질적인 연구와 같이 
다양한 연구가 지속되어야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본 연
구에서 설정한 작업영역 및 복지용구종류를 확대하여 복
지용구 품목 요구도에 대한 광범위한 연구가 후속 실시
되어야 할 것이다.

Ⅴ. 결과

본 연구는 노인장기 요양보험 등급별 복지용구 품목과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와 요구도를 파악하여 노인복지용
구의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인지지원 
등급자들은 복지용구 품목에 대한 불만족스러움을 나타
냈고 그 외 연구 대상자들은 복지용구 품목과 서비스에 
대하여 ‘보통’에서 ‘만족’하는 경향을 보였다. 1등급~2등
급 인정자들은 자조관리를 돕는 품목, 3~5등급 및 인지
지원 등급자들은 건강관리 및 안전에 관련된 품목에 대
한 요구도가 있었다. 복지용구 서비스에서는 장기요양보
험 모든 등급 인정자들이 주기적인 추후관리 서비스, 복

지용구 전문가 및 전문 인력 교육훈련 그리고 체계적인 
평가를 필요로 하고 있었다. 

본 연구는 기존의 복지용구관련 선행연구와 달리 장기
요양보험등급별 복지용구 품목에 대한 요구도를 세부적
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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