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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노인의학의 현재와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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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 and Future of Korean Geriatr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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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wide, aged population has been rising since the Second World War. Developed countries have already taken mea- 
sures to confront various problems brought by the phenomenon. Korea, with its population aging faster than any other 
countries, is developing national plans of action as well. The Korean government developed several strategies compris-
ing long-term care insurance policies. In 2004, it attempted to newly recognize geriatric medicine as a specialty, but the 
efforts were futile in the face of medical societies seeking interests. Established in 1968, the Korean Geriatric Society 
reached 6,000 members in 2010. It has been decided that the 20th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Gerontology and 
Geriatrics World Congress of Gerontology and Geriatrics in 2013 will be held in Seoul. Despite the circumstances, medi-
cal colleges are still failing to provide enough education on geriatric medicine, and geriatricians are not playing critical 
roles in caring elderly individuals in Korea. As the population is aging more rapidly, we will be facing numerous ob-
stacles in maintaining the present society. It is imperative that the government recognize geriatric medicine as a major 
specialty to meet the demands of our future society. We hope that geriatricians will eventually take major actions to 
confront the health problems of the aged population and contribute not only to education of medical students but also 
to training of medical doctors in preparation for the near coming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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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전 세계적으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고령자의 인구가 증가

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따른 고령자의 의학적, 사회적 연구의 

필요성이 일어나게 되어, 1944년 미국에서 “Gerontology 학

회”가 설립되었고, 1946년에는 기관지인 “The Journal of 

Gerontology”가 발행되었다. 그 이후 “gerontology“라는 용

어가 광범위하게 사용되어, 고령자에 관한 연구 분야를 포괄

하는 학문으로서 위치하게 되었다1).

선진국에서는 이에 대응하여 의학, 사회, 경제 각 부분에서 

노령화사회에 대비를 하기 시작하였고, 우리나라에서도 때 

늦은 감이 있지만,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시행하고 있다2). 

그러나 우리나라는 선진국에서 보다 노령화 속도가 매우 

빠르고, 전문 집단 간의 이해에 의해 전문 인력의 양성이 

늦어지는 등 문제점들을 안고 있다3).

노인학(gerontology)은 고령자에 특별히 많은 질환의 원인

과 진단, 치료, 예방을 다루는 임상 노인의학(clinical geron- 

tology)과, 노화의 기전을 규명하고 연구하는 노화학(bio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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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cal gerotology)과, 고령자의 복지, 사회, 행동 심리학 등을 

다루는 노년학(social gerontology)이 3대 축으로 서로 지식과 

견문을 함께 요구하는 복합적 학문이다. 특히 노인의학은 

노인병학이라고도 불리며, 20세기 후반에 들어와 선진국은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노인 인구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고, 이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증대되어 

의학의 한 분야로 정착되고 있다4).

노인의학의 현재

1. 외국에서의 노령인구에 한 처

미국의 경우,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가 1900년에 310만명

이었는데, 2009년 현재 3,560만명으로 증가하였고, 2030년

이 되면 70세 이상의 인구가 7,100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85세 이상의 초고령 인구도 현재 400만명인데 

2050년이면 2,000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5). 

이러한 초고령 인구의 증가는 복합 만성질환, 노쇠, 특별한 

의료서비스를 필요로 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1935년 노년에 대비한 사회보장법(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연금 계획)이 생겨났으며, 1942년에는 노인병

학회(American Geriatrics Society), 1945년에는 노화학회

(Gerontological Society of America)가 창립되었고, 1947년 

다학제간 학회로 발전하였다.

1940년대, 1950년대에 노인의학자와 노년학자가 연구를 

계속하였고, 1960년대 후반에는 처음으로 노인의학 펠로우 

프로그램이 생겨났다. 1965년에는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자

들을 대상으로 한 메디케어(medicare)라는 의료보호제도가 

생겨나게 되었고, 1974년에 미국국립노화연구소(National 

Institute on Aging)가 설립되었다6).

1970년대에 들어오면서 제2차 세계대전에 참여한 약 900

만명의 재향군인들이 65세를 넘게 되면서 이들이 노인들이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재원을 마련하게 되었다. 의학

연구원(The Institute of Medicine)은 비영리단체로 생의학과 

건강 문제에 대하여 국가에 대해 자문하는 기관인데, 1978년

에 ‘노령과 의학교육’이란 제목의 첫 의학연구원의 보고서가 

발간하면서 모든 관련 의료인들이 의과대학 학생들과 전공

의들에게 노인의학에 대한 교육 커리큘럼을 구축하도록 강

조하였다7). 1987년에 발간된 두 번째 보고서에는 노인의학

에 대해 지도자를 육성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우수 센터를 구축하도록 하였다. 1993년 3번째 보고서에서

는 일차 진료의사들에게 노인의학 교육을 강화하고 새로운 

노인의학 세부전문의 제도를 제안하였다.

영국에서 확립되어 있는 노인의학 전문의 제도가 미국에

서 불가능했던 것은 노인 인구가 많아지면서 내과학회와 

가정의학과 학회에서 이미 노인에 대한 진료가 내과나 가정

의학과 진료에서 중심을 차지하고 있다는 이유로 반대했기 

때문이다6). 이후 노인의학을 전문하고자 하는 펠로우 프로

그램이 내과와 가정의학과에서 만들어져 1980년대에는 크

게 증가하여 1986년 93개이던 프로그램이 2009년 무렵 

120개 프로그램이 되었으며, 매년 250-300명이 노인의학 

전문의 훈련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8). 이렇게 노인의학을 

전공하는 펠로우 프로그램이 늘어날 수 있었던 것은 메디케

어와 재향군인병원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하였고, 하트포트

재단(John A. Hartford Foundation)이나, 레이놀드재단

(Donald W. Reynolds Foundation) 등에서 의과대학 학생들

에 대한 노인의학 교육이나 노인의학 수련 프로그램에 재정

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 등 사회적 지원이 있었기 때문이다6).

그러나 1980년대와 1990년대에 급속하게 팽창하였던 

노인의학 펠로우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자가 2000년에 들어

오면서 줄어들기 시작하였는데, 예컨대 2006년에는 내과와 

가정의학과 수련을 끝낸 9,491명의 전문의 중 노인의학 펠로

우 과정을 자원한 사람은 불과 3%에 지나지 않았다9). 이러한 

이유는 2006-2007년에 이르러 재향군인병원과 메디케어에

서 펠로우 프로그램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줄어들었고, 미국 

내에서 노인 환자들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메디케어에서의 

보험급부가 일반 사보험의 보험급부보다 낮아졌기 때문이

다. 즉, 노인의학을 전공하는 의사들의 직무 만족도는 높았지

만, 현실적으로 일반내과의를 전공하는 의사들보다 노인의

학을 추가로 전공하는 의사들의 급여가 낮아졌기 때문이었

다6). 이렇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인력의 양성을 위해서는 

정부나 사회의 정책에 의해 얼마나 경제적인 지원을 시작하

여 지속하느냐가 중요한 관건이 됨을 보여주고 있다.

영국에서는 1947년 다학제간 협력학회로 영국노인병학

회(BGS, British Geriatrics Society)가 설립되었으나, 1948년

에 생긴 국가보건서비스(NHS, National Health Insurance)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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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모든 보건의료제도가 통제 되었고, 노인의학은 1970년

대 중반부터 전문 영역으로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 영국노인

병학회는 2,500여명의 회원들이 가입되어 있다10).

이웃 일본에서도 1987년 후생성은 고령사회에 대비하여 

‘장수과학조직검토위원회’를 설립하고 장수과학을 진흥하

기 위하여 노화의 기전을 규명하고, 고령자에 특유한 질환의 

원인을 규명하고 진단, 치료, 예방법을 찾아내고, 고령자의 

사회적, 심리적 문제 등을 연구할 것 등 몇 가지 제언을 

하였다1). 일본에서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1970년 7.0%, 

1994년 14.0%, 2000년 17.4%, 2006년 20.8%, 2007년에 

22.0%를 넘어서 이미 초고령사회로 진입하였다. 백세인도 

1997년에 8,400명이었으나, 2007년 9월에는 32,000명으로 

10년 사이에 4배가 증가되었다. 국민의료비에서 차지하는 

노인의료비의 비율은 1973년에 10.9%였던 것이 노인보건

제도가 시작된 1983년에는 22.8%까지 상승하였다.

일본 정부는 1973년부터 70세 이상 고령자(특정 장애를 

가진 65세 이상의 고령자 포함)에 대한 노인 의료비 무료화 

정책을 실시하였으나, 국민의료비의 증가를 가져와 보험 

재정을 악화시키는 주된 원인이 되었다. 고령자 의료비 부담

의 공평성과 장년기부터의 종합적인 보건대책에 의한 고령

자의 건강 확보를 위해 1982년 ‘노인보건법’이 제정되어 

1983년 2월부터 실시하였다. 2000년 4월에 제정된 ‘간병보

험제도’는 고령화 친화사업을 크게 확대하는 계기가 되었고, 

우리나라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제정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의료 급부의 억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2008년 4월부터 75세 이상의 

후기 고령자와 특정 장애를 가지고 있는 65세 이상 75세 

미만의 전기고령자를 동일한 건강보험제도에 가입시키는 

‘후기고령자의료보험제도’를 실시하고 있다11).

일본의 노인의학은 1900년대에 들어오면서 체계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하였는데, 고령자에 대한 의료로서 일차진료, 

노인병에 관한 기초적, 임상적 관점에서 연구를 하고 있다. 

1959년 ‘일본노년의학회’가 창립되었고, 1995년 문부과학

성으로부터 사단법인으로 인가를 받았으며, 2004년부터 노

인병전문의를 표방할 수 있게 되었고, 2010년 현재 약 6,500

여명의 정회원이 가입되어 있다12).

2. 우리나라에서 노령인구에 한 처

우리나라도 1990년도 후반부터 노인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

기 시작하여 2000년에는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가 7%를 넘어

서 고령화사회로 들어섰고, 2018년에는 14%로 고령사회로, 

2026년에는 20%를 넘어서 초고령사회가 될 전망이나 실제로 

예상 년도보다 더 빨리 초고령사회로 나아가고 있다13,14). 특히 

농어촌에서는 노인 인구가 70-80%를 넘는 지역도 많이 있다. 

2009년 현재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는 4,826,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10.3%를 차지하고 있다14). 우리나라는 세계에

서 가장 급격하게 고령화가 진행되어 개인이나 지역사회나 

정부에서도 미처 이를 준비하지 않는 상태에서 정신적, 사회

적, 경제적으로 많은 문제점들을 초래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서는 의료계의 선각자들이 1968년 ‘대한노인병학회’를 창립

하여 노령화사회에 대‘국민연금제도’가 실시되었으며, 1990

년대 후반부터 의학계에서 노인병에 대한개념이 정립되고15) 

많은 의료인들이 노인병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1999년 

‘노인보건복지 중장기 발전 계획 추진 상황’을 시작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준비가 시작 되

었다. 2002년에는 노인보건복지종합대책에서 노인요양보

장제도를 발표하였고, 2004년 정부에서도 ‘고령화 및 미래사

회 위원회’를 구성하고 ‘저출산·고령화 대책단’을 발족하여 

고령화사회에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등 

고령화사회에 대비한 정책을 수립하기 시작하였다. 보건복

지부는 2004년 5월 ‘저출산과 인구 고령화로 급속하게 진행

됨에 따라 산부인과 서비스와 소아과 전문의 필요량이 감소

할 것’이고 이에 따라 산부인과, 소아과 전공의 정원을 단계적

으로 줄이고 잉여인력을 노인 치료관련 전공의로 전환한다

는 계획이라고 밝혔다16). 검토 중인 보건의료인력으로는 

노인의학전문의, 노인정신의학전문의 등 만성질환, 치매 

등 요양환자를 전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전문과로 전해졌

다. 복지부 관계자는 ‘2020년이면 산부인과 서비스 수요는 

현재보다 70-80% 수준으로 감소하고, 아동 환자는 30% 

줄어들 전망’이라며 ‘노인 요양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집중 양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16).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2004년 대한의사협회에 노인의

학 전문의 양성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였으나, 대한의사협회

에서는 노인의학 전문의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의료계 내의 

합의가 이루어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대 의견을 회신하였다. 

2005년에는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법’(법률7496호, 2005

년 9월 1일 시행)을 입법화하고, 제28조 1항에서는 ‘국가 



Hyunrim Choi: Present and Future of Geriatrics

74  J Korean Geriatr Soc 15(2) June 2011

및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전문분야의 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007년 4월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08년 7월 발효)을 입

법화하여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 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수발급여를 제공하기 시작하였고, 요양보

호사제도를 도입하여 ‘요양보호사’를 육성하고 있다17).

우리나라의 노인과 관련된 사회 현실

1. 장기 요양노인  노인 진료비의 증가

우리나라 65세 노인의 약 91%가 한 가지 이상의 만성질환

을 보유하고 있으며, 각 질환별로는 입원의 경우는 뇌경색증, 

백내장, 알츠하이머병으로 인한 치매, 무릎 관절증, 폐렴, 

협심증, 척추병증, 고혈압, 당뇨병, 골절 등의 순이고, 외래의 

경우는 고혈압, 무릎 관절증, 배통, 당뇨병, 치근염, 치은염, 

위·십이지장염, 급성기관지염, 감기 등의 순으로 보고되고 

있다. 또한 65세 이상 노인인구에서는 31.9%에서 기본적인 

일상생활 6가지 중 1가지 이상에 제한을 받고 있으며, 3.5%

에서는 6가지 기본적인 일상생활 수행능력이 전혀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성질환에서 이환된 노인에서 가령과 

함께 기능의 장애를 가져오게 되어 대부분이 장기 요양상태

에 이르게 된다. 고령화사회에서의 상병별 노인의 노인의료

비 추이 분석에 의하면 65세 이상 노인 총 진료비 중 다금액 

50 상병이 약 75% 이상으로 나타나고, 그 중에서도 근골격

계, 순환기계, 신생물, 소화기계, 호흡기계, 손상이 6개 질환

군이 전체적으로 78% 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고령화에 따른 노인 인구의 증가 및 재원기간의 

연장과 함께, 노인 관련 질병 형태의 변화 등은 노인 의료비의 

급상승을 가져오게 되었다. 노인진료비는 2005년도에 6조

556억원이던 것이 2009년에는 12조390억원으로 2배 가량 

증가했고, 전체 진료비 대비 노인 진료비는 2005년 인구 

비 9.1%에 비하여 24.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2009

년에는 30.5%로 급격히 증가하였다. 1인당 연간 내원 일수도 

65세 미만 연령에서는 13.5일 정도로 변함이 없는데 비하여 

노인에서는 2005년에 37.79일에서 2009년 43.97일로 매년 

증가하였다18).

2. 의료기   장기 요양 시설의 황

2009년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자료에 의하면19) 우리나

라 전체 의료기관은 59,255개소로 종합병원 313개소, 병원 

1,262개소, 요양병원 777개소, 의원 27,027개소의 다양한 

외래와 입원 가능과 함께, 한방병원 158개소, 한의원 11,782

개소와 3,511개소의 보건소 등이 있다.

장기요양시설은 서비스의 제공 목적에 따라 급성 진료서

비스와 장기요양서비스, 사회적서비스로 구분되고, 또한 

서비스가 제공되는 장소에 따라서 시설보호 및 지역사회서

비스(재가서비스)로 구분할 수 있다. 우리나라 노인복지법

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은 노인요양시설, 노인전문요양

시설, 실버요양시설과 노인전문병원 및 공립(시·도립) 치매 

요양병원 등 5종류가 있다. 2005년 현재 시설입소 노인은 

2만9천명으로서 이는 전체 노인의 0.6%에, 시설 입소 수용의 

31.5% 수준에 해당한다15). 노인요양병원은 2005년 전국에 

199곳이던 것이 2009년 777개소로 늘어났다. 불과 5년 만에 

4배가 된 것이다.

3. 의료 문인력의 실20)

우리나라에서는 1968년 대한노인병학회가 설립된 이래 

1978년 한국노년학회, 1989년 한국노화학회, 1995년에는 

3학회가 연합하여 1995년 한국노인과학학술단체연합회가 

설립되어 1997년에는 사단법인으로 발족하였고, 1999년 

6월에는 연합회가 주축이 되어 서울에서 ‘아시아/오세아니

아지역 서울국제노년학대회’를 성공리에 개최하였고, 2013

년 6월에는 서울에서 ‘제20회 국제노년학ㆍ노인의학대회’

를 개최할 예정이다. 1994년에는 대한노인정신의학회가 설

립되었고, 1999년에는 대한임상노인의학회가, 2004년에는 

내과 개원의사들을 중심으로 대한노인의학회가 설립되었

다. 또한 2007년에는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가 설립되었다. 

이와 같이 노인환자에 대한 의료인들의 관심이 급증하고 

있으며, 노인의학 연구를 표방하는 학회가 계속 발족하고 

있어, 1998년에는 대한뇌졸중학회와 대한신경외과학회, 

2002년에는 대한치매학회, 2004년에는 대한노년치의학회

가 설립되고, 2009년에는 대한노인신경의학회가 설립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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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990년 후반에 간호학 분야에서도 노인간호학회가 창립

되어 1999년도부터 정기적인 학회지를 발행하고 있다. 이러

한 현상은 그 분야에서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많아지

면서 노인이 지니는 질병의 특성을 연구하고 진료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과거 소아과가 발족한 뒤 소아의 포괄적인 

진료를 담당한 과목이 소아과라면 소아의 특별한 분야를 

연구하고 진료하는 소아정형외과학회, 소아정신의학회, 소

아안과학회, 소아비뇨기학회가 소아과의 연구와 진료를 뒷

받침해 준 것과 같은 현상이다.

선진국에서는 두 가지 유형의 노인의학 전문의사가 있다. 

타 전문과목과 같이 단독전문의 과정으로 4년간의 추가교육

을 하는 영연방 국가의 제도 형태와 미국과 같이 내과 및 

가정의학과 전문의 자격 취득 후 1-3년간의 과정을 거쳐 

분과 전문의가 되는 방식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1968년 

대한노인병학회를 비롯, 1999년 발족한 대한임상노인의학

회, 2001년 발족한 대한의학회에서 인정의를 배출하고 있다. 

대한노인병학회는 2010년 말 현재 10회의 시험을 거쳐 총 

3,963명의 인정의를 배출하였고, 5,513명의 정회원과 준회

원을 포함하여 6,000여명의 회원들이 있으며, 이들을 출신 

전문과목별로 보면 내과가 26.1%로 가장 많고, 다음이 가정

의학과 22.3%, 재활의학과 6.1%, 산부인과 5.7%, 외과 5.6 

%, 정신과 4.8%, 신경과 4.1%, 소아청소년과 3.8%, 마취통

증의학과 3.4%, 정형외과 3.1%, 신경외과 2.3% 순이다.

4. 우리나라 의과 학의 노인의학 교육

미국에서는 미국노인병학회를 비롯하여 미국연방노화연

구소, 각 사회 재단에서 노인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재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으며, 대다수의 의과대학에서 1-3주의 노인의

학 커리큘럼을 강제적으로 또는 선택적으로 택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2007년 자료에 의하면 소아과를 제외한 내과 

분과 전문의를 포함한 98개의 전문과목 중 33개의 전문과목

에서 특별한 노인의학의 훈련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서 2010년 6월에 전국 41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21) 설문에 응답한 39개 의과대학 중 26개 대학

(66.7%)에서 노인의학 강의가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노인의

학 강의가 별도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8개 대학(32%)이었고, 

주된 담당과는 가정의학과가 8개 대학, 내과가 6개 대학이었

고, 공동으로 이루어지는 대학이 19개 대학이었다. 강의는 

2학년에 실시하는 대학이 9개교로 가장 많았고, 3학년이 

5개교, 4학년과 1학년이 각각 3개교, 그밖에 다른 과목에 

통합되어 2학년 이상에 걸쳐 이루어지는 대학들이 있었다. 

노인의학의 강의 시간은 적게는 1시간에서 많게는 26시간이

었지만, 평균 12시간 정도 강의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노인의학의 미래

1. 인구의 구조

인구 구조의 변화와 더불어 노령인구가 증가하고 출산율

이 저하됨에 따라 인구피라미드는 역삼각형으로 바뀌었으

며, 2020년이 되자 65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총인구의 15%를 

차지하고, 15세 미만의 소아 인구가 12%를 차지하여, 40년 

전인 1980년에 65세 이상 인구가 3.8%이고, 15세 미만의 

소아 인구가 34%였던 것과는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계속되어 2030년이 되면 노인인구의 비중은 

24%에 이르게 된다.

2. 부양비와 노령화지수

노년부양비는 2010년 현재 15.0%로 1990년 7.4%에 비하

면 2배가 증가하였고, 향후 2020년에는 21.8%, 2030년에는 

37.3%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즉 1990년에는 생산 가능 

인구 13.5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던 것이 2010년에는 6.7명

이, 2020년에는 4.6명이, 2030년에는 2.7명이 노인 1명을 

부양을 하게 된다.

노령화지수는 1990년에 20.0으로 유년인구(1-14세) 100

명당 노인인구가 20명이었지만, 2010년에는 67.7%, 2020

년에는 124.2%, 2030년에는 214.8%로 노인인구가 유년인

구를 크게 초과한다.

3. 평균수명

2001년 평균수명이 76.3세로 남자 72.8세, 여자 80.0세였으

나 2009년 평균수명은 80.6세로 남자 77.0세, 여자 83.8세로 

증가하였고22) 이런 추세는 계속되어 2020년이 되면 평균 83세

로 증가하며, 2030년이 되면 평균 85세에 이르게 된다. 남녀 

간의 평균 수명 차이는 1990년에 7.5세였으나, 2010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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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2020년에는 6.2세, 2030년에는 6.0세로 계속 감소한다. 

이는 남자 사망률의 감소 속도가 여자보다 빠르기 때문이다.

4. 성별ㆍ연령별 사망률

2009년 사망률은 남자의 인구 천명당 5.5명, 여자는 4.4명

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1.1명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10년 

대비 성별ㆍ연령별 사망률을 보면, 남녀 모두 전연령층에서 

사망률이 감소하였고, 연령이 높을수록 사망률 감소폭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 10년과 비교하여 보면 30대 남자의 

경우는 남자는 1.2명, 여자는 1.4명 감소하였으나, 70대는 

남자 19.1명, 여자 12.1명 감소하여 감소폭이 더 컸다.

5. 노인복지 련 산 추이

2005년 노인복지 관련 예산은 3,301억원으로 정부 예산 

대비 0.25%, 보건복지부 일반회계예산 대비 3.82%를 차지하고 

있으며, 10년 전인 1995년과 비교하면, 노인복지 관련 예산은 

5배가량 증가하였고, 정부예산 대비 비율은 약 2배, 보건복지부 

일반회계예산 대비 비율은 약 1.2배 증가하였다. 이러한 추세는 

계속되어 노인복지 관련 예산의 비율이 계속 증가한다.

6. 만성질환 리 체계 구축

많은 노인들이 만성질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러

한 만성질환이 의료비 증가의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여 정부는 2011년부터 만성질환을 관리 할 ‘단골

의사제도’를 실시하여 의료비의 경감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

려고 하고 있다. 또한 1994년 보건복지부 정책사업으로 시작

된 의료기관 중심의 ‘가정간호사업’이 2006년 전국 135개 

병원에서 가정간호사업소를 운영하며 입원 대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2002년 이후부터는 보건소별로 방문보건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역별 가족단위의 건강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등 보건사업의 기반을 조성하였으며, 2003년부터 

2년간 전국 14개 대도시를 중심으로 의료이용 취약 계층의 

이용 접근성을 높이고, 저소득 지역노인의 건강관리를 목적

으로 방문 보건 사업을 실시하였다. 2020년에는 방문간호서

비스와 같은 재가의료 서비스 등을 더욱 강화해 장기적으로 

가정방문사의 도움이 필요한 노인들은 누구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된다.

7. 소병원의 요양병원으로의 환

현실적으로 초대형병원의 등장과 경쟁의 심화 등으로 

중소병원의 병상가동률이 낮아 의료자원이 효율적으로 사

용되지 못하고, 경영악화와 폐업상태를 초래한다. 이런 현실 

속에서 노인 인구 및 만성질환자의 증가로 장기요양을 필요

로 하는 환자의 의료수요에 적합한 장기요양병상을 증가시

키기 위해서 요양병원을 신설하는 한편, 기존의 중소병원의 

병상을 요양병원으로 기능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정부는 

2002년 100억원 융자로 666개 병상, 2003년 100억원 융자로 

1145개 병상, 2004년 120억원을 융자하여 3,600여개 기능 

전환을 추진하였으며, 2004년 10만명당 27개의 요양병상을 

2008년까지 10만명당 46개로 확충하고, 노령화에 맞추어 

이를 확대시키고 있다. 요양병상은 2020년이면 10만명당 

110로 늘어나 장기 요양이 필요한 사람들은 누구나 요양병원

이나 요양시설을 이용하게 되었다.

8.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정착

2007년 4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정기국회를 통과하

여 2008년 7월부터 65세 이상의 노인과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을 가진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되었다. ‘노인수발보험제

도’라고 불리는 장기요양보험제도는 현재 많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지만, 문제점들이 하나 둘 개선되면서 2020년에는 

복지와 의료적 서비스의 연계 제공을 통하여 케어서비스를 

체계화시킴으로서 공급의 효율화를 기하고 이용자들에게는 

편의성을 제공하는데 성공하였다. 또한 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에 따라 2007년부터 도입한 ‘요양보호사’제도는 한국보

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이들의 자격을 관리함으로써 차츰 

보다 질 높은 전문 인력을 선발하게 되고, 그 수요가 급증하여 

많은 인력이 확보되었다.

9. 노인보건의료센터 건립에 따른 공공보건 
의료 확충사업

노인병의 특성상, 치료보다는 예방, 재활, 기능유지에 초

점을 두어야 하지만, 치료 중심 서비스 또한 간과할 수 없다. 

그러나 노인에 흔한 질병 및 노인 특유질환을 전문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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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치료, 관리하는 급성 및 아급성 노인전문의료기관 

및 전문 인력은 그 수요에 비해 공급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정부는 고령화에 따른 노인의료서비스 요구의 증가

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대학병원에 ‘노인보건의료센

터’를 건립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보건의료와 복지를 연계하

는 거점기관의 역할을 하게 하였다. 국립대병원 및 대학병원 

이상의 병원에 ‘노인보건의료센터’를 건립하는 것을 지원하

는 사업을 실시하여, 2005년 경북대병원, 2006년 강원대병

원, 전북대병원, 충남대병원에 ‘노인보건의료센터’를 건립

하였다. 2020년이면 전국의 도 및 광역지방자치단체 별로 

‘노인보건의료센터’가 건립되어 노인보건 문제를 연구, 치

료,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

10. 노인의학 교육

부실한 노인의학 교육으로 인해 만성질환을 호소하는 

노인환자의 치료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노인의

료에서 기능의 평가와 유지노력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

도 지나침이 없는 부분이므로, 노인병학회에서는 이러한 

기능의 평가를 위하여 ADL (activities of daily living)이나 

보행과 이동, 인지상태, 우울, 사회적 지지 등과 같은 기능상

태 평가도구들을 개발하고 검증하고 적용하는데 최대의 노

력을 기울여 왔으며, 외래에서 기능상태 이상을 판단할 수 

있는 유용한 선별평가 방법들도 개발되었다. 학부 교육에서

도 노인의학에 대한 강의 수를 늘이고 각 대학병원에서는 

노인의학 크리닉을 개설하여 의과대학생들이 2주간 의무적

으로 실습을 하도록하고 있다.

11. 노인의학 문 인력의 육성

단과 전문의들은 비교적 관심의 폭이 좁으며, 다른 분야의 

질병이나 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쓰지 않거나 무시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대부분의 노인들이 동시에 다양한 질병

을 가지고 있어서 동시에 여러 명의 의사들에게 진료를 받는 

낭비적이고 비효율적인 의료체계에 놓여있으며, 기능적 측

면이 우선되어야 할 노인들에게 현 의료체계는 불리한 방식

이다. 그러나 미국의 예에서 보듯이 아무리 정부에서 노인의

학 전문의제도의 필요성을 통감하고 만들려고 하더라도 현

재 노인의학 관련 학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의사들이 대부분 

내과, 가정의학과를 비롯한 단과 전문의들이고, 이들 각 

단과 진료과에서 노인 환자들의 비중이 커지고 있어서 27번

째 전문과목으로 노인의학을 만들기는 어려워 보인다. 2010

년도 추계학술대회에서 내과학회는 ‘노년내과 심포지움’이

라는 이름으로 3시간 동안 특별 강좌 세션을 가졌으며, 가정

의학회는 ‘노인의학 core review’라는 이름으로 5시간 동안 

특별 강좌 세션을 가져 각기 학회에서 노인의학 세부전문의 

또는 인정의를 만들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포괄적

인 진료를 하는 내과와 가정의학 전문의 중심으로 한 ‘일반 

노인의학 세부전문의’로 자리잡고, 다른 단과 전문의는 단과

에서 노인을 전문하여 ‘단과 노인의학 세부전문의’가 되어서 

일반 노인의학 세부 전문의와 보완·협조 관계를 갖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대한의학회에서도23) 세부전문의 제도를 만들 당시인 

2001년도에 내과의 세부전문의를 인정하면서 26개 법정 

전문과목에서 파생되어 나오는 세부전문의만 인정하기로 

하였으나, 이후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하여 2개 이상의 전문 

과목이 참여하고 있는 학회에 대해서도 세부전문의가 될 수 

있는 문호를 개방하여 2005년에는 대한수부외과학회에서 

주관하는 수부외과 세부전문의, 2008년에는 대한중환자의학

회에서 주관하는 중환자의학 세부전문의, 2010년에는 대한외

상학회에서 외상외과 세부전문의를 인증하게 되었다.

문제는 노인의학 관련 3개 단체가 얼마나 협조하고 양보하

는가에 달려있다. 2012년에는 3개 관련학회의 의견 접근에 

따라 대한의학회의 나군 회원 학회인 대한노인병학회가 주

관이 되어 노인의학 세부전문의를 대한의학회로부터 인증

을 받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정부에서도 노인병 세부 

전문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이를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주고 있다. 이로써 노인

의학 세부전문의가 7,000여명이 탄생하여 활동하게 되었다. 

결   론

1. 희망찬 미래

정부는 고령화 사회를 넘어 고령사회로 접근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에서 치료, 장기요양, 



Hyunrim Choi: Present and Future of Geriatrics

78  J Korean Geriatr Soc 15(2) June 2011

복지에 이르는 일련의 의료체계를 인지하고, 다양한 사업을 

통해 정책개발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의료계에서는 정부의 

노인의료문제에 대해서 강력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여야 하

며 이러한 대책은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시행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노인의학은 점차 발전해 가고 그 요구도 다양해지는 

추세에 있으나, 가장 시급한 문제는 증가하는 노인 수요에 

따른 노인 전문인력의 부재이다. 기존의 노인질병에 대한 

치료는 질병의 완쾌 여부에만 관심이 있었으나, 질병의 관리 

외에도 기본적인 기능을 유지하는 것을 중요한 목표로 하는 

노인의학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질병에 대처가 가능

한 노인의학 전문인력의 양성이 시급하다.

우리사회의 국민 상당수를 차지하는 노인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령사회에 대한 

국민적 인식의 보편화 뿐만 아니라, 다양한 제도와 정책의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확립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와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의 필요성도 요구된다.

국민의 노인요양비 부담완화 및 서민층의 의료 접근성 

강화를 위하여 저비용-고효율의 제도마련이 필요하다. 요양

보호가 필요한 노인에 대한 일차적 책임은 국가와 사회에 

있는 만큼, 노인요양제도의 활성화와 국민의 건강한 노후보

장을 위하여 지역사회 가정간호사업소 도입과 가정간호 수

가의 현실화 등 가정간호제도 활성화를 위한 국가의 적극적 

지원이 있어야 한다.

2. 소망의 미래

고령사회로 접근하면서 노인들을 위한 시설, 복지, 의료 

등에 대한 사회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누구나 언젠가는 

노인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유명 일간지에서는 늙어가는 

대한민국에 대한 대책이 제대로 수립되어 있지 않아 “늙기가 

두렵다”라든가 “노인의료비 급상승”, “노인의 의식주, 정부

가 책임져야 한다” 등의 표제가 신문 사회면의 톱기사로 

연일 등장한다. 더욱이 2013년 6월부터 우리나라 서울에서 

시작되는 세계노년학ㆍ노인의학대회(IAGG)는 세계인들의 

주목을 받게 될 것이다. 보다 건강한 장수를 위한 여러 아이디

어가 나오고, 여러 나라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버

복합단지에 대한 사례들이 보고된다.

정부에서는 수차례 정부 내 연구기관과의 회의를 거쳐 

노인의학 전문의의 필요성을 통감하고 노인의학 전문의를 

만들겠다고 공표하였으나, 의료계 내의 여러 이해 관련 학회

의 찬성과 반대로 유럽과 같은 단독 전문과목을 만들기는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러자 대한의학회는 대한노인병학회를 주축으로 하는 

노인의학을 세부전문의로 인증하여 노인의학을 전공하는 

세부 전문의들이 7,000명이 태어난다. 종합전문요양병원 

및 종합병원에서는 노인의학 세부전문의 수련 프로그램이 

늘어나고, 병원 평가에서도 노인의학 세부전문의 수련 프로

그램 유무가 중요 평가항목에 들어가 있다. 한국의과대학·의

학전문대학원장협회에서도 날로 증가하는 노인인구에 대한 

학부 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모든 의과대학과 의학전문

대학원에서 노인의학의 교육 내용을 32시간 이상 커리큘럼

에 반영하도록 권장하고 임상실습에서도 의무적으로 2주간

의 노인의학 커리큘럼을 갖도록 하였다. 한국보건의료인국

가시험원에서도 의사국가시험에서 노인의학 분야의 문제를 

소아과의 2배에 해당하는 비중으로 출제하도록 하였다.

노인의 계통별 질병을 세부 전공하고자 하는 단과 전문과

목에서도 이미 설립된 노인정신과학회, 노인신경과학회, 

노인신경외과학회를 비롯하여 노인비뇨기과학회, 노인안

과학회, 노인이비인후과학회, 노인피부과학회, 노인마취과

학회, 노인정형외과학회, 노인부인과학회 등 소아과학회를 

제외한 단과 전문과목학회들에서 노인 환자가 차지하는 비

중이 늘면서 노인에서 많이 생기는 질환을 보다 비용ㆍ효과

적으로 진료하기 위하여 이들 질환에 대한 진단과 치료의 

연구를 위하여 세부 단과학회를 만들고 활발한 활동을 펼치

고 있다. 노인 환자들과 국민들이 이들에 대해 보내는 찬사가 

하늘 높이 울려 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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