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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2021년 기준 16.5%

에서 2025년에는 20.3%에 이르러 초고령사회 진입이 전망되며, 

한국의 고령화 속도는 OECD 37개국 중에서도 가장 빠르게 진
행되고 있어 중장기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1,2]. 노인인구 증
가에 따라 만성질환 유병률과 노인진료비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고, 노인 혼자서는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요양 서
비스를 신청하여 인정받은 자도 2008년 21만 명에서 2020년 88

만 명으로 장기요양 인정자 증가율이 노인인구 증가율 보다 더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노인장기요양 등급외자의 등급 내 진입속도와 진입 영향 요인에 대한 종단적 연구
한은정1 · 박영우2 · 송미경3 · 황라일4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 연구위원1,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 주임연구원2,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 부연구위원3, 신한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4

Progress and determinants of transition from non-graded older persons to being 
beneficiaries for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A longitudinal study 
Han, Eun Jeong1 · Park, Yeong Woo2 · Song, Mi Kyung3 · Hwang, Rah Il4

1Research Fellow, Health Insurance Research Institute,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Wonju, Korea
2Researcher, Health Insurance Research Institute,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Wonju, Korea
3Associate Research Fellow, Health Insurance Research Institute,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Wonju, Korea
4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Shinhan University, Dongducheon, Korea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progress of transition from the 
non-graded to the approved for Long-term Care Insurance (LTCI) and analyze the 
factors affecting becoming beneficiaries. Methods: This study was designed as a 
prospective cohort study. Study population was the non-graded for LTCI in 2018. We 
tracked and observed study population until December 2020 by using big data. Variables 
in the analysis consisted of the individual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health status, 
medical service usage) and community-related (physical environment, local infrastruc-
ture, local older population, local social capacity, health policy) factors. Competing risks 
regression analysis was used to identify determinants of transition from the non-graded 
to beneficiaries for LTCI. Results: We analyzed 52,308 non-graded for LTC insurance. 
The average period of transition from the non-graded to beneficiaries was about 15.61 
months, the cumulative transition rate for 6 months was 4.8%, and the cumulative 
transition rate for 36 months was 49.6%. The individual factors (higher age, female, low 
income, lower daily living ability, lower cognitive-behavioral score, dementia, low back 
pain, and lower medical expenses), as well as the community factors (rural areas) were 
determinants for the transition to beneficiaries. Conclusion: To prevent non-graded from 
being persons with LTC needs, we suggested that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policy that 
can establish an integrated community-based support system by selecting vulnerable 
groups such as rural residents and low-income groups. In addition, additional research 
is needed to evaluate the effect of preventive programs for the non-graded on maintain-
ing and improving their health and functional st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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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드러지고 있다[3]. 더구나 베이비부머 세대의 노인인구 편입 
및 후기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잠재적 돌봄 수요 증가로 인해 장
기요양 비용 지출도 2020년 9조 6천억 원에서 2035년에는 32조 
7천억 원으로 무려 3.4배나 증가할 것이라 우려되고 있다[3]. 이
렇듯 노인장기요양보험 수요 및 재정 지출의 급격한 증가에 대
한 다양한 선제적 정책 접근이 필요하며, 그중에서 지역사회 거
주 노인들의 건강한 노후를 보장하고, 장기요양 진입을 최대한 
지연시킬 수 있는 예방적 접근 전략 마련은 무엇보다 절실하다.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은 1등급부터 5등급, 인지지
원등급, 등급외 A, B, C로 구분되며, 1등급부터 5등급, 인지지원
등급자에게만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를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등급외 A, B, C로 판정된 등급외자는 기능저하 정도가 
뚜렷하지 않아 장기요양 등급으로 인정되지는 않은 자로서 평균 

5개의 질환에 이환되어 있고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일부 도움이 
필요한 기능상태에 있지만 노인장기요양보험 보장성 확대에도 불
구하고 여전히 제도권 밖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이다[4]. 등급
외자는 2021년 기준 등급판정자 1,007,423명 중 149,439 (14.8%)

를 차지하는 가운데 인구고령화에 따라 대상자 규모도 꾸준히 
증가할 것이라 예측되고 있다[3]. 이들 등급외자로 판정된 자는 
생물학적 노화로 인해 신체적, 인지·정서적 기능이 전반적으로 
쇠퇴하는 과정에 있으므로, 등급외자 판정 이후 적정 돌봄서비
스를 제공받지 못한다면 등급 내로 쉽게 진입될 수 있으므로 등
급 내 진입 지연을 위한 프로그램 마련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일본, 유럽 등 고령사회 국가에서는 등급외자를 포함한 허약 
노인을 식별하여 기능저하를 예방하기 위한 지역사회 기반 지
원체계를 구축하여 신체활동, 심리사회적 중재, 인지자극, 건강
관리 서비스 등 다양한 유형의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5-9]. 

선행연구에서는 이러한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 제공을 통해 노
인의 허약 상태 진입 지연 및 중증화 방지, 건강한 노후 생활 연
장과 의료비 및 요양비 등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를 검증하였다
[6,7,10,11].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에서도 상당
한 수준의 기능손실을 가진 의존적 노인의 요구를 맞춤형으로 
해결해줄 수 있는 지역사회 기반 노인통합서비스(Integrated 

Care for Older People, ICOPE) 접근 방식을 제안하였다. 여기
에는 개인 단위의 기능 강화를 중심으로 하는 마이크로 수준, 지
역사회 내 서비스의 조직과 제공을 다루는 서비스(메조) 수준, 

거버넌스 및 책임 시스템 강화를 목표로 하는 시스템(매크로) 

수준 3가지를 포함하고 있다[12]. 예컨대 개인 단위의 서비스 설
계가 잘 수행된다 하더라도 서비스 조직화와 이를 위한 국가 등
의 지원 전략이 부족할 경우, 실제 실행으로 이루어질 수 없으므

로 개인적 요소에서 지역사회, 국가 단위 요소까지 포괄하는 통
합적 서비스 제공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초고령사회인 일
본의 경우 개호보험제도 내 예방서비스 체계로서 기능회복훈련 
등 개인 단위 개입에만 머무르지 않고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지
역사회 환경개선 등 통합적 중재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있다
[13].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노인장기요양 등급외자를 대상으
로 제공하는 예방서비스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재가노인지원 
복지서비스,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서비스 등을 통해 주로 독거, 

저소득층 등 취약 노인 개개인을 대상으로 단편적이고 전문화
되지 못한 가사지원 및 일상생활지원 위주로 서비스 제공이 이
루어지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이렇듯 건강한 노후를 위한 지역
사회 중심의 장기요양 예방서비스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의 목표, 서비스 대상, 서비스 내용 등을 규정하고 활용 자원을 
어떻게 집중할 것인지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등급외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선행연구들
은 등급외자의 특성을 분석하여 지역사회 서비스 연계 및 관리
를 위한 케어매니지먼트 체계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는 연구
[14,15], 등급외자에 대한 지역사회돌봄서비스 이용 실태와 관련 
요인을 분석한 연구[14], 등급외자가 이용한 지역사회 서비스 중 
장기요양 진입 지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연구[16,17] 

등이 이루어졌으나 등급외자의 등급 내 진입 영향 요인을 분석
한 연구는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다.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등급외자의 기능상태 변화와 관련 요인을 살펴본 연구도 등급 
내 진입 규모와 진입 기간 관련 요인을 특정 시점에 횡단면적으
로 분석하는 데 그쳤다. 더구나 등급외자를 위한 통합적 예방서
비스 구축을 위해서는 개인적 요인 이외 노인이 거주하는 지역
의 물리적, 사회경제적, 제도적 현황 및 지원 전략 등 지역적 요
인을 고려한 실증적 연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주로 개인적 
요인에만 국한하여 단순 기술통계를 통해 등급 진입 영향 요인
을 분석하였다는 데에 한계가 있다[14,17]. 따라서 전국에 거주
하는 등급외자를 종단적으로 조사하여 등급 내 진입속도를 추적
하고 등급 내 진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도출함으로써, 등급
외자의 등급 내 진입 지연을 위한 지역사회 기반 통합적 예방서
비스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할 필요가 있겠다.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자 중 등급외자로 판정된 
자를 추적·관찰 조사하여 등급내 진입속도를 파악하고 이들 등
급외자의 등급 내 진입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및 지역적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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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요인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장기요양 등급내 진입 지연을 위
한 지역사회 기반 통합적 예방서비스 제공체계를 구축하는데 
필요한 근거자료를 생산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장기요양 등급외자 및 등급내 진입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
한다. 

 장기요양 등급외자의 등급내 진입속도를 제시한다.

 장기요양 등급외자의 등급내 진입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및 지역적 요인을 분석한다. 

연구방법

Ethics statement: This study was approved by the Institutional 

Review Board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Yeon- 

2021-HR-03-037). Informed consent was obtained from the par-

ticipants.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자 중 등급외자로 판정받
은 자를 추적·관찰하여 장기요양 등급내 진입까지의 시간과 등급
내 진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는 종단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2018년도 1~12월 1년간 장기요양 등
급 신청자 중 등급외자 판정을 받은 자 53,042명 전수를 연구대
상자로 하였다. 이들 중 사회경제적 특성의 주요변수인 경제수
준 자료가 연계되지 않는 716명과 시군구 코드가 부재하여 지
역 단위의 자료 연계가 불가능한 18명을 연구대상에서 제외한 
52,308명을 최종 연구대상자로 정하고, 2020년 12월까지 장기
요양 등급내 진입 여부를 추적 관찰하였다(Figure 1). 

3. 분석자료

본 연구는 장기요양 등급외자의 등급 내 진입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을 분석하고자 Dahlgren과 Whitehead의 건강결정 요
인을 기반으로 장기요양 등급외자의 건강특성에 맞게 개인적 
요인과 지역적 요인으로 연구변수를 구성하였다[18]. 먼저, 본 
연구팀과 보건학, 사회복지, 가정의학 등 건강노화 연구 분야 학
계 전문가 12명의 자문을 통해 개인적 요인으로는 대상자의 사
회경제적 특성, 건강 특성 및 의료이용 특성을 포함하고, 지역적 
요인으로는 물리적 환경, 지역 인프라, 사회적 역량, 지역사회 
정책 요인을 추출하였다(Table 1). 다음으로 연구대상자의 개인

Figure 1. Flow-chart of study pop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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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측면에서 사회경제적 특성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정조사 데
이터베이스(Database, DB)를 통해 성별, 연령, 독거 여부, 기초
생활수급여부로 구분하여 자료를 구축하였다. 경제수준은 국민
건강정보 DB를 활용하여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감경적용에 따
른 본인부담금 비율을 토대로 5개 그룹(0분위, 1~5분위, 6~10분
위, 11~15분위, 16~20분위)으로 재분류하였다. 건강특성은 노
인장기요양 인정조사DB를 통해 요양인정점수(일상생활점수, 

인지점수, 행동점수, 간호점수, 재활점수) 및 만성질환여부에 
대한 자료를 구축하였다. 의료이용 특성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진료내역 DB를 활용하여 장기요양 노인 다빈도 질환에 대한 입
원비용과 외래비용을 산출하도록 자료를 구축하였다. 

등급외자가 거주하는 지역적 요인으로 거주 지역의 물리적 
환경을 반영하기 위해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시군구 단위의 공
원 개수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제공하는 대중교통 접근소요
시간(분)을 연계하였다. 다음으로 지역 인프라를 확인하기 위해 

보건복지통계연보에서 시도단위의 요양병원 병상수, 의원 병상
수와 시군구 단위의 입소시설 병상수, 재가 요양보호사 수를 활
용하였다. 또한 통계청 자료를 통해 거주 지역 65세 이상 노인인
구 수, 85세 이상 노인인구 수, 독거비율 자료를 구축하였으며, 

또한 지역사회건강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고혈압과 당뇨병 유병
률 자료를 구축하였다. 분석 대상자 거주 지역의 사회적 역량은 
사회복지예산 비중과 1인당 자동차 등록대수를 분석 자료로 구
축하였다. 그리고 시군구 단위의 통계청 자료와 국민건강정보 
DB를 활용하여 행정동 구분코드를 활용하여, 대도시는 특별시, 

광역시의 ‘구’(도농복합 ‘군’ 포함), 중소도시는 도의 ‘시’와 특별
자치시·도, 농어촌은 도의 ‘군’으로 구분하였다. 한편 지역의 건
강 관련 정책정보에 관한 사항은 건강도시협의회에서 제공하고 
있는 건강도시 가입년도를 기준으로 건강 관련 정책 추진 여부, 

시도 단위의 건강사업 이용자 수, 제공인력 수, 사업 총액의 자
료를 생성하였다. 이상의 개인적 요인과 지역적 요인을 분석하

Table 1. Data Description

Unit Variables Resource (DB)

Individual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Gender, Age, Living arrangement, Basic 
payment

Needs assessment DB

Economic level National health information DB

Health characteristics Assessment score, Chronic disease Needs assessment DB

Medical service usage Hospitalization cost, Outpatient cost National health information DB

Community Physical 
environment

Number of park Statistics Korea

Public transport accessibility Korea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

Local infrastructure Beds in convalescent hospital 
Beds in clinic

Health and welfare statistical year 
book

Capacity of care facility, Number of home 
care-giver

Long-term care insurance statistical 
year book

Local older population 
characteristics

Number of older population (≥65,≥85), 
Living alone rate

Statistics Korea

Chronic disease prevalence (Hypertension, 
Diabetes mellitus)

Community health survey

Local social capacity Social welfare budget rate, Number of 
vehicle registration

Statistics Korea

Residential area National health information DB

Health policy Carrying out the policy Healthy cities partnership

Number of users, Number of relevant 
employee, Total amount

Comprehensive elderly care service

DB=Datab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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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한 변수는 등급판정 시점인 2018년을 기준으로 국민건강
공단, 통계청, 한국교통안전공단, 지역사회건강조사 및 건강도
시협의회 자료를 연계하여 구축하였다.

4. 분석방법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2018년 기준 
연구대상자의 개인적 및 지역적 요인의 기술통계량을 산출하였
다. 연구대상자의 성별, 경제수준, 독거 여부와 같은 범주형 변
수의 경우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고, 입원비용, 외래비용 공
원의 개수와 같은 연속형 변수는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연구대상자의 등급내 진입속도 추정과 진입 영향 요인 탐색
을 위하여 관찰한 기간 동안의 사건발생시간(time to event)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2018년도 등급외 A, B, C를 판정받은 
장기요양 등급판정완료일부터 연구종료일인 2020년 12월 31일
까지의 관찰기간 동안 등급내 진입이 발생한 경우 사건발생
(y=1)으로 간주하였다. 관찰 기간 동안 등급 내 진입 발생 없이 
사망한 경우가 전체의 10.2%(5,332명)로 나타나, 결과의 편의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등급내 진입의 관측을 중도 절단시키는 경쟁
위험(y=2)으로 간주하였다. 연구종료일까지 어떠한 사건도 발
생하지 않은 경우를 중도절단(y=0)으로 간주하였으며, 등급내 
진입까지 걸리는 기간 또는 경쟁위험이나 중도절단이 발생할 때
까지의 기간을 사건발생기간(time to event)으로 정의하였다. 

등급내 진입속도의 추정은 경쟁위험을 고려한 누적발생률
(cumulative incidence)을 이용하였다. 누적발생률은 누적발생

함수    
  



 ×    ,  : 특정 경쟁위험, : 사건발생 시점
(   ⋯  ⋯ ),  : 위험에 노출된 대상자 중 사건발생 대상자
의 비율,  : 카플란-마이어 추정량에 의해 추정된 생존확률을 통
해 추정하였고 시점에 따른 누적발생곡선을 제시하였다. 

장기요양 등급내 진입 영향 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사망을 경
쟁위험사건으로 가정한 상태에서 등급내 진입에 대한 하위분포를 
이용하는 Fine과 Gray 경쟁위험모형(competing risk model)을 
활용하였다. 경쟁위험모형식은        exp이며, 

이 때 는 대상자,   는 t 시점에서 특정 경쟁위험사건 에 의
한 기저 하위분포 위험함수를 의미하며, 은 특정 경쟁위험사
건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효과크기를 나타낸다[19]. 개별 요
인의 등급내 진입 발생에 대한 유의성 평가를 위해 단변량 경쟁
위험모형 분석을 하였고, 유의성이 검증된 요인들을 이용한 다
중 경쟁위험모형 분석을 통해, 다른 요인이 보정되었을 때의 각 
요인별 순수한 영향의 크기와 유의성을 평가하여 최종 등급내 

진입 발생의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수행한 모든 통계분석은 SAS ver.9.4 (SAS Ins-

titute Inc., Cary, NC, USA)와 R (R Foundation for Statis-

tical Computing, Vienna, Austria)을 이용하였다. 

5.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연구책임자가 소속된 기관의 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연-2021-HR-03-037호)을 받은 후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
서 사용된 자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데이터베이스 등 이차통계
의 원시자료 이용에 대한 준수 서약을 한 후 개인 식별이 불가능
한 형태로 코드화하여 제공받았고 본 연구진행 관련 연구목적
으로만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1. 등급외자와 등급 진입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로 선정된 52,308명의 개인적 및 지역적 특성을 분
석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성별로는 여성(67.5%), 연령별로는 
75~84세(52.1%)가 많았고, 경제수준의 경우 5분위(32.6%), 1분
위(27.5%) 순으로 많았다. 연구대상자 중 독거인 경우가 55.5%,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가 27.4%였다. 연구대상자의 장기요양
인정점수(32.1~155.0점)는 평균 45.05±3.53점, 일상생활점수
(12~36점)는 13.43±3.53점, 인지점수(0.0~7.0점)는 1.77±1.25점, 

행동점수(0.0점~14.0점)는 0.06±0.29점, 간호점수(0.0~9.0점)는 

0.05±0.22점, 재활점수(10.0점~30.0점)는 10.72±1.15점이었다. 

연구대상자의 질환보유는 고혈압이 58.2%로 가장 많았고, 관절
염(53.3%), 요통(53.2%) 순으로 많게 나타났다. 연구대상자의 
1년간 입원비용은 평균 472만원, 외래비용 219만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대상자가 거주하는 시도별 물리적 환경 요인으로 평균 
공원개수는 인구 10,000명당 128.61, 대중교통 접근 소요시간은 
8.20분이었고, 지역 인프라 특성 요인으로 노인인구 1,000명당 
요양병원 39.94병상, 의원 병상수는 8.34병상, 입소시설 정원 
25.31명, 재가요양보호사 52.07명이었다. 지역의 65세 이상 노
인인구 수는 인구 1,000명당 평균 178.45명, 85세 이상은 17.71

명이고, 독거노인 비율은 9.82%, 고혈압 유병률 22.77%, 당뇨 
유병률 9.10%였다. 한편 사회적 역량 관련하여 평균 사회복지예
산비중은 32.05%, 1인당 자동차 등록대수는 0.47대였으며, 중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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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haracteristics of Non-graded and Grade Entrants during the Follow-up Period

Variables Categories
Total

Not entering 
the LTC grade

Entering 
the LTC grade

n (%) or M±SD n (%) or M±SD n (%) or M±SD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Gender
Male
Female

17,008
35,300

(32.5)
(67.5)

10,516
18,712

(61.8)
(53.0)

6,492
16,588

(38.2)
(47.0)

Age group
＜75
75~84
≥85

12,509
27,271
12,528

(23.9)
(52.1)
(24.0)

8,529
15,163
5,536

(68.2)
(55.6)
(44.2)

3,980
12,108
6,992

(31.8)
(44.4)
(55.8)

Economic level
1st quartile
2nd
3rd
4th
5th

14,375
7,910
5,509
7,446

17,068

(27.5)
(15.1)
(10.5)
(14.2)
(32.6)

8,083
4,326
3,099
4,286
9,434

(56.2)
(54.7)
(56.3)
(57.6)
(55.3)

6,292
3,584
2,410
3,160
7,634

(43.8)
(45.3)
(43.8)
(42.4)
(44.7)

Living arrangement
Not living alone
Live alone

23,253
29,055

(44.5)
(55.5)

13,078
16,150

(56.2)
(55.6)

10,175
12,905

(43.8)
(44.4)

Basic payment
No
Yes

37,959
14,349

(72.6)
(27.4)

21,166
8,062

(55.8)
(56.2)

16,793
6,287

(44.2)
(43.8)

Health and 
functional 
status

Assessment score 45.05±3.53 44.69±3.78 45.50±3.14

Activities of daily living score 13.43±0.71 13.37±0.72 13.51±0.70

Cognitive function score  1.77±1.25  1.63±1.20  1.95±1.29

Behavioral change score  0.06±0.29  0.05±0.29  0.06±0.30

Medical treatment score  0.05±0.22  0.06±0.24  0.03±0.18

Rehabilitation function score 10.72±1.15 10.68±1.13 10.76±1.18

Chronic disease
No
Yes

117
52,191

(0.2)
(99.8)

74
29,154

(63.3)
(55.9)

43
23,037

(36.8)
(44.1)

Dementia
No
Yes

51,827
481

(99.1)
(0.9)

29,013
215

(56.0)
(44.7)

22,814
266

(44.0)
(55.3)

Stroke
No
Yes

45,097
7,211

(86.2)
(13.8)

25,149
4,079

(55.8)
(56.6)

19,948
3,132

(44.2)
(43.4)

Hypertension
No
Yes

21,860
30,448

(41.8)
(58.2)

12,504
16,724

(57.2)
(54.9)

9,356
13,724

(42.8)
(45.1)

Diabetes mellitus
No
Yes

36,976
15,332

(70.7)
(29.3)

20,764
8,464

(56.2)
(55.2)

16,212
6,868

(43.8)
(44.8)

Arthritis
No
Yes

24,410
27,898

(46.7)
(53.3)

14,403
14,825

(59.0)
(53.1)

10,007
13,073

(41.0)
(46.9)

Low back pain
No
Yes

24,475
27,833

(46.8)
(53.2)

14,337
14,891

(58.6)
(53.5)

10,138
12,942

(41.4)
(46.5)

LTC=Long-term care; M=Mean; SD=Standard de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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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haracteristics of Non-graded and Grade Entrants during the Follow-up Period (Continued)

Variables Categories
Total

Not entering 
the LTC grade

Entering 
the LTC grade

n (%) or M±SD n (%) or M±SD n (%) or M±SD

Health and 
functional 
status

Osteoporosis
No
Yes

52,173
135

(99.7)
(0.3)

29,165
63

(55.9)
(46.7)

23,008
72

(44.1)
(53.3)

Fracture
No
Yes

44,387
7,921

(84.9)
(15.1)

24,784
4,444

(55.8)
(56.1)

19,603
3,477

(44.2)
(43.9)

Cancer
No
Yes

47,986
4,322

(91.7)
(8.3)

26,400
2,828

(55.0)
(65.4)

21,586
1,494

(45.0)
(34.6)

Dyspnea
No
Yes

51,031
1,277

(97.6)
(2.4)

28,490
738

(55.8)
(57.8)

22,541
539

(44.2)
(42.2)

Medical service 
usage

Hospitalization cost (1,000 won)  4,717±12,580   5,990±15,124 3,104±8,025

Outpatient cost (1,000 won) 2,185±7,608  2,683±8,998 1,554±5,286

Physical 
environment

Number of park (per 10,000 people) 128.61±107.88  129.99±108.23 126.87 (107.41)

Public transport accessibility (minute) 8.20±0.13  8.19±0.13 8.20±0.12

Local 
infrastructure

Beds in convalescent hospital
 (per 1,000 older people)

39.94±15.82  39.98±16.19 39.88±15.35

Beds in clinic (per 1,000 older people) 8.34±2.40  8.37±2.42 8.30±2.38

Capacity of care facility
 (per 1,000 older people)

25.31±13.06  25.20±13.20 25.45±12.89

Number of home care-giver
 (per 1,000 older people)

52.07±18.20  52.25±18.49 51.85±17.81

Local older 
population 
characteristics

Number of older (≥65) population
 (per 1,000 people)

178.45±70.46 176.41±69.29 181.05±71.83

Number of older (≥85) population
 (per 1,000 people)

17.71±10.23  17.37±10.00 18.15±10.49

Living alone rate 9.82±5.45  9.66±5.34 10.03±5.57

Hypertension prevalence 22.77±5.29  22.61±5.23 22.96±5.36

Diabetes mellitus prevalence 9.10±2.12  9.05±2.10 9.17±2.13

Local social 
capacity

Social welfare budget rate 32.05±6.82  32.23±6.88 31.83±6.74

Number of vehicle registration 0.47±0.14  0.47±0.14 0.48±0.15

Residential area
Rural
Urban
Metropolitan

11,306
23,358
17,644

(21.6)
(44.7)
(33.7)

5,950
13,065
10,213

(52.6)
(55.9)
(57.9)

5,356
10,293
7,431

(47.4)
(44.1)
(42.1)

Health policy Carrying out the policy
No
Yes

29,049
23,259

(55.5)
(44.5)

16,189
13,039

(55.7)
(56.1)

12,860
10,220

(44.3)
(43.9)

Number of users  78.92±39.87  78.58±40.18  79.35±39.46

Number of relevant employee  51.53±21.67   51.3±21.92  51.83±21.34

Total amount (1,000 won) 11,145,461±4,386,551 11,122,226±4,392,591 11,174,884±4,378,807
LTC=Long-term care; M=Mean; SD=Standard de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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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44.7%로 가장 많았다. 건강 관련 정책 특성 관련하여서는 건
강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비율은 44.5%, 건강사업 이용자 78.92

명, 제공인력 수는 51.53명, 건강사업 총액은 111억 원이었다. 

본 연구 추적관찰기간 동안 등급 내로 진입한 경우 여성 47.0%, 

85세 이상 55.8%, 독거 44.4%, 기초생활수급자 44.2%로 나타났
다. 건강특성 중 요양인정점수는 45.50점, 치매 보유 55.3%였고, 

입원비용 3,104천원 및 외래 비용 1,554천원이었다. 지역적 요
인 중에서는 등급내 진입한 자의 경우 공원 개설 126.87개, 65세 
이상 181.05명과 85세 이상 18.15명 그리고 농어촌 거주 47.4% 

등으로 나타났다. 

2. 등급외자의 등급 진입속도

2018년 등급외자 판정한 연구대상자 52,308명을 2020년 12

월까지 추적 ․ 관찰한 결과, 약 44.1%인 23,080명이 추적관찰 기
간 동안 등급내로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등급외자의 등급 진
입속도를 6개월 단위의 진입률로 살펴보면, 2018년 등급외자 
판정 이후 6개월 단위로 등급별 누적진입율을 분석한 결과, 판
정 초기 등급내 누적진입률이 완만하게 변화하여 추적 6개월 후 
등급외A 6.0%, 등급외B 3.5%, 등급외C 2.2%였다가 24개월 누
적진입율은 등급외A 42.0%, 등급외B 33.6%, 등급외C 21.4%였
으며, 36개월의 누적진입율은 등급외A 53.7%, 등급외B 46.7%, 

등급외C 30.6%로 나타났다(Figure 2).

3. 등급외자의 등급 진입 영향 요인 단변량 분석

등급외자의 등급 내 진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단변
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성별로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등급내 진
입 위험도가 1.31배 높으며, 연령은 75세 미만에 비해 75~84세, 

85세 이상에서는 각각 1.51배, 2.10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
제수준에서는 고소득자(5분위)에 비해 1분위 0.96배, 3분위 
0.93배 진입 위험도가 낮게 나타났다. 인정조사점수에서는 간호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에서 점수가 높아질수록 등급 진입의 위
험도가 높았으며, 간호점수는 1점 높아질수록 0.67배 등급내 진
입 위험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 보유질환에서는 치
매(1.25배), 고혈압(1.07배), 관절염(1.18배), 요통질환(1.16배)

을 가지고 있는 경우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암(0.73

배)을 가지는 경우는 위험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이용
에서는 외래비용(0.99배), 입원비용(0.98배)이 증가할수록 등급 
내 진입위험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적 특성 중 물리적 환경에서는 공원시설 개소가 1단위 
증가할수록 1.01배의 장기요양 등급내 진입위험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지역 인프라에서는 의원 병상 수는 진입 위험
도가 0.99배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 노인인구 특
성 중에는 85세 이상 노인인구(1.01배), 독거비율(1.01배), 고혈
압 유병률(1.01배), 당뇨병 유병률(1.02배)이 증가할수록 진입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 지역의 사회적 역량에서 

    Figure 2. Entering the long-term care grade.



406 https://doi.org/10.17079/jkgn.2022.24.4.398

Determinants of transition from non-graded

Table 3. Factors of Entering Long-Term Care Grade by Using Competing Risk Model

Variables
Univariate  Multivariable

HR 95% CI  p HR 95% CI  p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Gender (ref=Male) Female 1.31 1.27~1.34 ＜.001 1.11 1.08~1.15 ＜.001

Age (ref=＜75) 75~84
≥85

1.51
2.10

1.46~1.57
2.02~2.18

＜.001
＜.001

1.42
1.86

1.37~1.48
1.79~1.94

＜.001
＜.001

Economic level
(ref=76~100 percentile)

0 percentile
1~25 percentile
26~50 percentile
51~75 percentile

0.96
1.03
0.97
0.93

0.93~0.99
0.99~1.07
0.92~1.01
0.89~0.97

.013

.220

.150

.001

1.11
1.03
0.98
0.95

1.08~1.15
0.99~1.07
0.93~1.02
0.91~0.99

.000 

.160 

.320 

.013 

Living arrangement
(ref=Not living alone)

Live alone 1.01 0.98~1.04 .510

Basic payment (ref=No) Yes 0.98 0.95~1.01 .120

Health and functional status

Assessment score 1.06 1.05~1.06 ＜.001 1.03 1.02~1.04 ＜.001 

 Activities of daily living score 1.24 1.22~1.27 ＜.001 1.09 1.06~1.13 ＜.001 

 Cognitive function score 1.16 1.15~1.17 ＜.001 1.09 1.08~1.10 ＜.001

 Behavioral change score 1.11 1.06~1.15 ＜.001 1.06 1.02~1.11 .009 

 Medical treatment score 0.67 0.62~0.72 ＜.001 0.91 0.84~0.98 .019 

 Rehabilitation function score 1.04 1.03~1.05 ＜.001 1.01 1.00~1.02 .250 

Chronic disease (ref=No) Yes 0.79 0.58~1.07 .130 

Dementia (ref=No) Yes 1.25 1.11~1.40 ＜.001 1.22 1.08~1.37 .001 

Stroke (ref=No) Yes 0.99 0.95~1.02 .430 

Hypertension (ref=No) Yes 1.07 1.04~1.10 ＜.001 1.02 1.00~1.05 .088 

Diabetes mellitus (ref=No) Yes 1.03 0.10~1.06 .070 

Arthritis (ref=No) Yes 1.18 1.15~1.22 ＜.001 1.02 0.99~1.05 .180 

Low back pain (ref=No) Yes 1.16 1.13~1.19 ＜.001 1.04 1.01~1.07 .004 

Osteoporosis (ref=No) Yes 1.23 0.98~1.53 .070 

Fracture (ref=No) Yes 0.99 0.96~1.03 .580 

Cancer (ref=No) Yes 0.73 0.69~0.76 ＜.001 0.85 0.80~0.89 ＜.001

Dyspnea (ref=No) Yes 0.95 0.87~1.03 .190 

Medical service usage

Hospitalization cost (1,000 won)* 0.99 0.98~0.99 ＜.001 0.99 0.99~0.99 ＜.001

Outpatient cost (1,000 won)* 0.98 0.98~0.99 ＜.001 1.00 0.99~1.00 .008 

Physical environment

Number of park (per 10,000 people) 1.01 1.00~1.01 ＜.001 1.00 1.00~1.01 .500 

Public transport accessibility (minute) 1.04 0.94~1.15 .430 

Local infrastucture

Beds in convalescent hospital (per 1,000 older people) 1.00 0.10~1.00 .270 

Beds in clinic (per 1,000 older people) 0.99 0.99~1.00 .009 1.00 0.99~1.01 .870 

Capacity of care facility (per 1,000 older people) 1.00 1.00~1.00 .023 1.00 1.00~1.00 .710 

Number of home care giver (per 1,000 older people) 0.10 0.10~1.00 .049 1.00 1.00~1.00 .110 
*Log transformation variables are used for analysis; HR=Hazard 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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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예산비중 1단위가 증가할수록 진입 위험도 0.99배 낮
아지고, 자동차 등록대수는 1단위 증가할수록 진입 위험도 1.24

배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구분에서는 농어촌에 비해 
중소도시(0.91배), 대도시(0.86배)인 경우 진입 위험도가 감소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4. 등급외자의 등급 진입 영향 요인 다변량 분석

등급 내 진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간 다중공선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분산팽창요인(Variance Inflation Factor, VIF)

을 확인한 결과, 단변량 분석에서 유의한 변수 중 지역노인인구
의 특성을 보여주는 65세 이상 노인인구수, 85세 이상 노인인구
수, 독거비율에서 10 이상의 VIF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다
중공선성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지역 내 65세 
이상 노인인구수와 독거비율은 85세 이상 노인인구수 보다 등
급내 진입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것으로 판단하여 변수를 제외
하였다. 65세 이상 노인인구수와 독거비율을 제외한 VIF결과를 
살펴보면 10 이하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 문
제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다변량분석 결과 여성이 남성에 비해 1.11배 진입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은 75세 미만에 비해 75~84세
(1.42배), 85세 이상(1.86배)이 높은 위험도를 가지는 것으로 나
타났다. 경제수준에서는 고소득자(5분위)에 비해 1분위에서 
1.11배 진입위험도가 높게 나타났고, 3분위에서는 0.95배 위험
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특성의 인정조사점수에서는 
요양인정점수(1.03배), 일상생활점수(1.09배), 인지점수(1.09배), 

행동점수(1.06배), 간호점수(0.91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
으로 나타났다. 요양인정점수, 일상생활점수, 인지점수, 행동점
수는 1단위 증가할수록 진입 위험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 간호점수는 1단위 증가할수록 진입위험도가 낮아지는 것
으로 나타났다. 건강특성의 장애유발 질환에서는 치매(1.22배), 

요통(1.04배)을 가지는 경우 진입 위험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암(0.85배)을 가지는 경우는 진입 위험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이용에서는 입원비용(0.99배)과 외래비
용(1.00배)은 1단위 증가할수록 진입 위험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특성에서 지역의 사회적 역량으로 농어촌에 비
해 대도시(0.92배)에서 진입위험도가 낮게 나타났다(Table 3).

Table 3. Factors of Entering Long-Term Care Grade by Using Competing Risk Model (Continued)

Variables
Univariate  Multivariable

HR 95% CI  p HR 95% CI  p

Local older population characteristics

Number of older (≥65) population (per 1,000 people) 1.00 1.00~1.00 ＜.001

Number of older (≥85) population (per 1,000 people) 1.01 1.00~1.01 ＜.001 1.00 1.00~1.00 .650 

Living alone rate 1.01 1.01~1.01 ＜.001

Hypertension prevalence 1.01 1.01~1.01 ＜.001 1.00 1.00~1.01 .200 

Diabetes mellitus prevalence 1.02 1.01~1.03 ＜.001 0.99 0.98~1.01 .380 

Local social capacity

Social welfare budget rate 0.99 0.99~1.00 ＜.001 1.00 1.00~1.01 .250 

Number of vehicle registration 1.24 1.15~1.35 ＜.001 1.10 1.00~1.21 .078 

Residential area (ref=Rural) Urban
Metropolitan

0.91
0.86

0.88~0.94
0.83~0.89

＜.001
＜.001

0.98
0.92

0.93~1.03
0.85~1.00

.350 

.048 

Health policy

Carrying out the policy (ref=No) Yes 0.99 0.97~1.02 .460 

Number of users 1.00 1.00~1.00 .190 

Number of relevant employee 1.00 1.00~1.00 .055 

Total amount (KRW)* 1.02 1.00~1.04 .130 

*Log transformation variables are used for analysis; CI=Confidence interval; HR=Hazard 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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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의

본 연구는 장기요양서비스 잠재적 수요자인 등급외자를 대
상으로 등급외자 판정 이후 등급 진입속도를 추적조사하고 개
인적 및 지역적 측면의 등급 진입 영향요인을 분석하고자 시도
하였다. 본 연구결과 2018년 1년간 등급외자로 판정된 자들 중
에서 2020년 12월까지 44.1%가 평균 15.61개월에 등급 내로 진
입하였는데, 이는 장기요양 제도 도입 초기 등급외자의 등급 진
입 소요기간이 평균 2.3년이라는 선행연구결과 보다 등급 진입
속도가 빨라졌음을 확인한 결과이다[4]. 이미 선진 외국에서는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노인의 건강수준 및 기능수준 악화 방지
를 위한 지역사회 기반 요양돌봄, 건강관리, 영양, 신체활동, 사
회참여 촉진 등 통합적 예방서비스 제공 모델을 적용하고 있다
[6,20-22]. 우리나라도 장기요양 등급외자로 판정된 자를 대상
으로 시군구 노인복지관과 보건소 등에서 요양돌봄 및 건강서
비스를 제공하고는 있으나, 주로 일상생활지원 등의 신체적 기
능유지에 국한된 단편적, 비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급속한 후기 고령인구 증가와 등급외자의 빠른 등
급 내 진입 속도를 고려할 때, 향후에는 등급 진입속도를 지연시
킬 수 있는 지역 단위의 특성화된 통합적 예방서비스 제공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등급외자의 등급 진입 영향 요인을 단변량 분석한 결과, 개인
적 요인으로 여성, 고연령, 저소득, 높은 장기요양인정점수, 치
매, 고혈압, 관절염, 요통 질환자, 낮은 입원비용과 외래비용 사
용자일수록 등급 진입 위험도가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도
출된 고연령, 여성, 저소득, 치매 등 질환보유자 및 높은 인정점
수 판정자는 기능상태저하로 인한 돌봄 요구가 높은 고위험군
으로 선행연구에서도 전허약에서 허약으로 전환, 장기요양등급
판정 여부 및 중증 등급으로 전환 그리고 재가에서 시설 서비스 
유형 변화 등에도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변수로 제시되고 있다
[6,22,23]. 따라서 등급외자의 등급 진입 지연을 위해서는 고위
험 등급외자를 식별하기 위한 효과적인 선별도구 개발 연구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라 제안한다. WHO에서도 개인의 건강한 
노화에 초점을 맞춘 통합적 개인 관리 목표를 설정하기 위해서
는 우선적으로 허약 노인 식별을 강조하고 있으므로, 향후 선별
된 고위험 등급외자를 대상으로 집중적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
할 것이다[12,24]. 한편 본 연구에서 동거 가족 여부는 등급 진입
에 영향하지 않았는데, 이러한 결과는 돌봄을 제공할 가족이 없
는 독거노인이 등급 진입 및 장기요양서비스 시설 이용에 영향
을 미친다는 선행연구결과와는 상이하다[6,25,26]. 향후 가족의 

동거 여부와 가족 역할 및 기능 정도가 등급 진입에 미치는 영향
에 대한 추가적 연구가 필요할 것이라 제언한다. 또한, 급속한 
인구 고령화, 가족관 및 노인부양의식의 변화에 따라 독거노인
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며, 이들 독거노인은 충족되지 못하
는 다양한 형태의 욕구를 가지고 있는 보건복지 사각지대에 놓
일 위험이 있는 대상이므로, 등급외자 중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등급 진입 관련 요인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전문적 중재 프로그
램을 개발하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제안한다[1,25]. 한편 본 
연구에서 간호처치 요구도, 암 질환 보유 등 신체적 건강상태 보
다는 인지기능 저하 상태가 등급 진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
로 제시되었으므로, 향후 사회문화적 배경을 고려한 재가 기반 
인지기능 향상을 위한 전문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특
히 미래 시대를 대비하여 지역사회 현장에서 정보통신기술
(Information & Communications Technolog, ICT) 및 원격 건
강모니터링과 Artificial Intelligence (AI) 로봇을 접목한 인지 
프로그램 고도화도 필요할 것이다[27]. 

등급 진입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적 요인으로는 지역 내 노인
인구 비율, 독거 비율, 고혈압 유병률, 당뇨병 유병률, 낮은 사회
복지예산 비중, 농어촌, 낮은 장기요양 인력 및 의원 병상수 등
이 제시되었다. 지금까지 등급외자의 등급 진입에 영향을 미치
는 지역적 요인을 고려한 연구가 부족하여 본 연구결과와 직접
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개인의 사회경제적 요인 이외 지
역 인구구성 차이와 건강지표, 사회경제적 역량, 물리적, 제도적 
환경 등이 지역주민의 비만, 스트레스 및 질환 등 건강수준과 장
기요양서비스 이용 유형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와 유사한 
맥락이라 볼 수 있겠다[28]. 또한 노인의 허약 상태로의 전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이웃과 상호작용, 지역사회에 대한 신
뢰, 사회참여 활동 횟수 등의 사회적 자본이 관련이 있고, 노인
의 주관적 건강수준과 우울함에 도시 규모, 노인인구 비율, 기초
연금 수급자 비율, 노인여가시설 접근성, 대중교통 및 의료서비
스 여건, 안전수준, WHO 고령친화도시 및 건강도시 협의회 가
입 등이 관련이 있다는 연구와도 유사한 맥락이다[29]. 이렇듯, 

본 연구는 노인이 익숙한 지역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
도록 의료, 요양, 예방, 생활지원, 주거를 포괄적이고 지속적으
로 제공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어, 건강
친화적 지역사회 환경 조성과 사회제도적 측면의 관심이 필요
함을 확인한 결과로, 향후 등급 진입을 지연시키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내 활용가능 자원의 확충과 함께 농어촌 취약 지역을 
우선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이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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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진입에 영향을 미치는 다변량 분석 결과에서는 여성, 고
연령, 저소득, 장기요양 인정점수(일상생활점수, 인지점수, 행
동점수), 치매, 요통을 가지는 경우, 입원비용과 외래비용이 낮
은 경우 등급 진입 위험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지역특
성에서 농어촌 거주자의 진입 위험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처럼 
건강행태 및 건강수준의 영향요인을 다차원적으로 연구한 선행
연구들과 마찬가지로 지역 인프라 및 사회적 역량 보다는 개인
적 측면의 다양한 변수들이 등급 진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29]. 따라서 등급외자의 등급 진입 예방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등급외자 개개인에 초점을 맞춘 건강 및 기능상태 
개선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이라 판단된다. 한편 지역 내 노인돌
봄서비스 또는 맞춤형 방문간호서비스를 제공받은 등급외자의 
경우에는 장기요양 진입 위험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므
로, 등급외자 관리를 위한 보건소 역할 강화와 이들에게 서비스
를 제공하는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전문인력의 등급외자 
대상 예방적 프로그램 수행에 필요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교
육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이라 제안한다[18,30]. 그리고 본 연구
에서는 낮은 외래 및 입원 의료비용이 등급 진입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는데, 향후 의료이용이 등급 진입을 지연하는데 어떻게 
관련되는지에 대한 보다 심도깊은 분석과 함께 예방적 건강관
리 제공 모델 구축이 필요할 것이라 제안한다. 

지역적 요인 중에서는 농어촌 거주자가 등급외자 진입 고위
험으로 제시되었는데 이는 도시 보다 농어촌 거주 노인이 인지
장애 경험 확률이 높게 나타난 것과 유사한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28]. 농어촌 취약 지역의 높은 노인인구 비율과 의료기
관, 요양시설 부족 등 보건복지인프라 취약성, 불량한 주거 환경 
등을 고려할 때, 시군구 단위로 지역별 특성에 맞게 등급외자 대
상 사업의 주체 및 사업내용 등을 정립하고, 신규 사업에 필요한 
관련 규정 및 예산, 인력 등 제도적 정비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농어촌 취약 지역 내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를 중심으로 노인
장기요양기관 및 노인복지 관련 시설 등의 지역 네트워크를 구
축하고, 각 기관별 기능 정립 및 조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이상의 본 연구는 다음의 제한점이 있다. 첫째, 본 연구의 대
상자를 2018년 등급외자로 정하고, 2020년 12월까지 추적조사
를 하는 기간이 코로나19 발생 상황과 겹쳐 대상자의 의료이용
과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이용 그리고 국가적 차원에서 사회적 
자본 투입 등이 연구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한계가 있
다. 둘째, 추적 관찰 기간이 3년간으로 한정함으로써 보다 장기
적인 관점에서 등급외자 등급 진입을 탐색하지 못하였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개인 및 지역사회 측면의 등급 진입 영향요인을 

고려하였지만, 건강신념, 건강행위 실천 등 개인적 요인과 사회
적 지지, 유대감 등 사회적 요인에 대한 고려를 못했다는 한계가 
있으므로 향후 이러한 제한점을 고려한 추가적 연구가 필요할 
것이라 판단된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그동안 등급외자에 대
한 실증분석이 부족한 상황에서 등급외자를 대상으로 빅데이터
를 활용하여 등급 진입속도 및 등급 진입에 영향 요인을 종단적
으로 추적관찰 조사하여 분석함으로써 등급외자를 위한 예방서
비스 개발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노인장기요양 등급외자로 판정된 자를 추적 관찰 
조사하여 등급 진입속도와 등급 진입 영향 요인을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18년 1년 동안 등급외자로 판정
된 자 52,308을 2020년 12월까지 추적조사하였으며, 분석을 위
한 자료로는 노인장기요양인정조사 등 빅데이터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결과 노인장기요양 등급외자로 판정된 자가 등급 진입
하는데 평균 15.61개월이 소요되었고, 등급외자 중 6개월 내 
4.76%, 36개월 49.56%가 등급내로 진입하였다. 등급외자의 등
급 진입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요인은 고령, 여성, 저소득, 낮
은 일상생활능력, 낮은 인지행동지수, 치매, 요통, 낮은 의료비 
지출이 그리고 지역적 측면 요인으로는 농어촌 지역 거주자가 
도출되었다. 이에 장기요양 등급외자의 등급 진입을 지연하기 
위해서는 등급 진입 고위험군을 선별하는 도구 개발과 지역사
회 기반의 특화된 예방적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등급외자 판정 
초기부터 제공할 정책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특
히 일상생활능력과 인지기능이 저하된 자를 대상으로 전문적 
건강 및 기능 상태의 유지 및 개선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하
고 그 효과를 평가하는 추가 연구와 서비스 제공 전문인력 대상 
노인 기능개선 프로그램 제공을 위한 역량 강화 교육 프로그램
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급격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농어
촌 지역 등급외자의 등급 진입 위험요인을 사전 예방하기 위한 
서비스 제공기관 및 인력 등 체계 구축을 위한 접근전략이 필요
하다고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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