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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recent years, interest in welfare facilities for the elderly has increased, and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the types of welfare facilities 
for the elderly in various aspects and to establish the direction of developmen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policies and 
cases of the elderly welfare facilities in Australia, which are becoming aging due to immigrants, and to examine the application directions 
to the welfare facilities for the elderly in the future. First, the policy and status of the welfare facilities for the elderly are examined. 
Second, the changes and current status of the elderly welfare facilities policy in Australia are examined. Third, the characteristics were 
understood through representative cases. Finally, we proposed the direction and possibility of domestic ap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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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1)

최근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다양한 측면의 노인복지시설의 유형을 이해하고, 발전방향을 정립할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한국의 산업은 60년대를 기점으로 비약적으로 발달하여 순식간에 국가경제수준을 향상시켰고 

삶의 수준과 출산율이 반비례하는 상황이 진행되면서 인구고령화는 급격한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이로 인해 정부의 정

책 및 적용 유형 또한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이민자들로 인해 고령화 되고 있는 호주의 노인복지시설 정책 및 사례를 살펴보고, 향후 국내 노인복

지시설에 적용 방향을 살펴보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첫째, 국내외 노인복지시설의 정책 및 현황을 살펴보았다. 둘

째, 호주 멜버른의 노인복지시설정책의 변화와 현황을 고찰하였다. 셋째, 사례들의 특성을 이해하여, 끝으로, 국내적용방

향 및 가능성을 제안하였다. 

1.2 선행연구

국내와 호주의 노인복지주택에 관련한 선행연구를 분석하였다. 국내 연구는 크게 세 가지 분야로 나뉘어 이루어지고 

있는데, 첫째, 노인주택의 공급정책에 대한 연구가 있다.(배수현, 김소영, 2016), (김신호 2003;신용주 2012) 둘째, 노인주택

에 필요한 무장애 요소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권오정, 김진영, 이옥경 2016;박태환 1996)(황은경, 문수영, 

2006;박다혜, 김영화, 이상홍,2006;이지숙 2005) 셋째, 노인주택 설계 기준에 대한 연구가 있었다. (황은경,2008) 

국내에서 호주의 사례와 관련된 연구로는 노인주택공간에 대한 연구(정미렴, 2015;김창국, 2003)와 노인주택정책에 대한 

연구에 대한 선행연구가 이루어졌다.(박수연, 정승우, 나인수, 이경훈, 2016, 김창국, 길종원,2004) 호주 노인주거시설 공간

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기는 하였지만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조사는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구체적 정책과 사례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한다는 측면에서 의의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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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외 노인복지시설 정책변화

2.1 국내 노인복지시설의 정책변화

비교적 일찍 고령화가 시작되어 대비책으로써 생겨난 공공실버주택에 대한 개념과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자리 잡힌 호

주와 일본과 같은 노인복지 선진국들에 비해 한국은 인구 고령화를 늦게 겪고 그 위험성을 인지한지 얼마 되지 않았다. 

국내 관련법의 변화를 정리하면 위의 표와 같다.

년도 배경 법류 개정 노인복지시설 유형

1981

노인건강보호시설제공, 

저소득노인에 대한 국가 보호 

개념 확립

-무료, 유료양로시설, 요양시설

-노인복지회관 개념, 설립주체 규정

노인복지시설 이미지  

한국의 노인복지시설 종류

(출처 : MLIT, 2016) 

1989 노인문제의 심각성 인식
-실비양로, 유료요양시설, 노인복지주택 

개념 추가

1993 
민간업체, 개인의 유료 

노인복지시설 설치, 운영 허가

-재가노인복지사업

-가정봉사 파견, 단기보호사업 개념 추가

유료노인복지시설 개념 추가

1997
민간단체의 사회복지 사업 참여 

활성화

-노인주거복지시설(양로, 실비양호, 

실비노인복지주택, 유료양로, 

유료노인복지주택) 개념 확립

2006 노인치매, 학대에 적극 대처
-노인보건 및 복지 실태조사를 3년마다 

결과 공표

2007 노인 장기요양 보험 제정
-무료, 실비, 유료시설 -> 양로, 

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3가지로 통합

표1. 노인복지시설 정책의 변화 (출처 : 노인주거 시설 및 정책에 관한 연구, 2010)  

2.2 호주의 노인복지시설 정책의 변화

1980년대, 호주는 노인케어복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비용을 줄이고 효율적으로 재조직하기 위하여 의사, 간호사, 사

회복지사, 물리치료사, 심리학자 등으로 구성된 ACAT(Aged Care Assessmant Teams)1)를 조직하여‘지속적인 케어’를 목

적으로 노인 개개인에게 상담을 통하여 적합한 서비스를 조언하고, 서비스 필요도를 평가하여 시설입소나 서비스의 이용

을 허가하고 있다. 

노인이 케어서비스를 신청할 경우 ACAT의 멤버(의사, 지역운동가, 혹은 다른 전문케어인원)가 노인이 거주하고 있는 

곳에 방문하고 현재상황과 필요한 관리사항과 요구사항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고 이를 토대로 정부가 지원하는 노인간호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어떠한 서비스가 적합한지를 판단한다. 호주의 노인케어의 유형은 크게 지역사회복지

(community care)와 시설복지(Residential care)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ACAT의 평가결과에 따라 노인이 집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판명되면 자택에서 케어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것

이 불가능한 경우, 팀은 고객이 주거용 노인 간호시설에 상주 또는 임시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만약 

ACAT의 추천이 적절하지 않다고 고객이 판단하는 경우 적합한 다른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다. 시설을 소개해 준 한 관

리자는 호주의 다른 주들은 주로 정부 주최로 너싱홈을 주도하고 있으나 시드니는 매우 적은 편으로 멜버른이 특이한 상

황에 있다고 말하였다.2) 

또한 과거에는 시드니에 많은 이민자와 정부의 자금이 투자되었지만 최근 멜버른의 주택가격과 거주비용이 하락함에 

따라 많은 이민자들이 멜버른으로 이동하고 있고, Private facility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약 40년 전에는 빅토리아 주

에 Private Facilitiy가 많았다. 너싱홈은 주로 25~30베드가 매우 작은 시설이었다. 3-bedroom마다 지원이 있었는데, 대부

분 14 베드였고, 최대 80개의 베드로, 45베드가 대부분이었다. 약 10년 전부터는 200여개의 사립시설(Private Facilities)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정부에서 관리하는 너싱홈에는 범죄자, 이민자, 노숙자, 약물중독, 알코올 중독자들이 20% 정보를 차

지하고 있고, 늘어나는 수요자에 비해 공급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현재 호주 정부는 개인의 시설 지원에 있어 개개

인의 상황에 알맞은 금전적 지원을 하고 있다. 지원받은 금액을 어떻게 사용할지는 개인의 결정권이고, 따라서 차액의 활

용 또한 온전히 개인이 결정하게 된다. 호주의 주거 노인 간호 서비스는 다양한 분야에서 제공한다. 

1) 국가에서 제공하는 사이트 등을 통해 개개인의 상담이 가능하다. (https://www.agedcareguide.com.au/acats)
2) 상담을 해준 Kirs는 시드니 대학에서 비즈니스(학/석사)를 전공하였다. 졸업 후  Housing Information을 제안하며, Funding Manager의 

역할을 하고 있다. 즉 Private ficiliites에서 경영을 가능하게 하는 다양한 대안을 모색하는 Consultant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정부와 

Non-Profit병원을 돕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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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는 사립, 정부 (지방 및 주 정부) 및 비영리 단체 (종교, 지역 사회 및 자선 단체 포함)가 포함된다. 비영리 및 

민간단체는 주거용 노인 간호 서비스의 주요 공급 업체로서 전국적으로, 시설의 60 %와 30 %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그 분포는 주와 준주 사이에서 두드러지게 다양함을 보인다. 민간단체 시설의 소유권은 빅토리아주(40%)에서 가장 높았

다.

그림1.  지역에 따른 서비스기관의 비중 

 (Source : Residential aged care in australia 2010-2011(2012) 

그림2. 도심지로부터 거리에 따른 서비스기관의 비중

 (Source : Residential aged care in australia 2010-2011(2012) 

3. 호주의 노인복지시설 현황 및 특징

이전까지 호주 정부는 거주인의 상황에 알맞은 수준의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개인에게 1에서 8단계의 간호등급을 

분류하였고, 이에 따라 너싱홈(1-4단계, 높은 관리 간호 서비스)과 호스텔(5-8단계, 낮은 관리 간호 서비스)을 제공하였다.  

 1997년까지 시행되던 이 시스템은 ACAT(Aged Care Assessmant Teams) 시스템이 시행됨과 함께 높은 간호 관리 서비스

(High care)와 낮은 간호 서비스(Low care) 총 2단계로 통합되었다.3) 

이 같은 단계별 통합간호 등급에 변화가 생기더라도 시설을 이주해야하는 상황은 사라지게 되었다. 현재 호주는 아래 

세 가지의 노인 거주 시설을 제공하고 있다. 첫째, 영구주거 노인간호시설 (permanent reside -ntial aged care)로서, 더 

이상 지역 커뮤니티에서 관리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제공되며 개인에게 요구되는 관리등급에 따라 낮은 간호 서비스와 

높은 간호 서비스 모두 제공하는 시설이다. 둘째, 임시주거위탁간호 (Respite care)로 이는 단기간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

는 형태이다. 건강상 전환기에 있는 노인들에게 주로 제공되고 직무로부터 잠시 휴식을 제공한다. 이 시설 또한 ‘높은 

수준 간호’와 ‘낮은 수준의 간호’를 모두 제공한다. 셋째, 다목적 서비스(Multi-Purpose Services)는  시골 및 외딴 지

역, 원거리 공동체에서 다양한 노인 간호, 보건 및 지역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이다. 이러한 유형에 따라 호주는 

2011년 기준으로 182,302명을 수용할 수 있는 2,760개의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제공하고 있다.4)

ACAT 사이트를 참고하여 멜버른 지역 50개의 노인복지시설 분포를 정리

한 결과, 정부의 지원 보조금이 지급되는 permanent residential aged care 

시설은 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10km 반경 내에 비교적 고르게 분포하는 것

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 

그에 반해 정부의 보조금은 Respite care만을 담당하는 시설에는 지원되

지 않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Respite care 시설은 도심지역에는 한 곳 

뿐이고, 외곽 지역에 다수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9에서는 중

심권에서 멀어질수록 민간이 보유한 시설의 수는 줄어들고 정부에서 관리

하는 시설의 수가 증가함을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빅토리아 주의 노인복지시설 60개 사례를 살펴보면, 60개 중 51곳은 

정부보조지원금(Commonwealth Government Subsidised)을 받는 시설이었고 

9개는 보조지원금을 받지 않고 입주 시 ACAT가 요구되지 않은 시설임을 

알 수 있다. 이중 정부 보조 지원금을 받지 않는 시설(Not receiving 

Commonwealth Government Subsidised)의 경우 아례 9개 사례인데, 대부분

의 사례가 가정에서와 같은 환경을 유지하도록 노력하고 있었으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었다. 또한 방문하였을 경우, 친밀감을 보였고, 방문

자들에게 적극적으로 대화를 시도하는 등, 거주자의 의식이 밝고 긍정적인 

느낌을 받을 수 있었다. 그림3. 노인주거복지시설의 분포 

3) Aged Care Residential Services Generic Brief, Victorian Government Department of Human Services Melbourne, Victoria June 2000.
4) Lexie Brans and Peter Braun, p.1-85, Australian Institute of Health and Welfare, Residential aged care in Australia 2010-2011,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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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인원 주 프로그램 사진 특징

1. Freedom Aged Care 

- Hawthorn
41

스누커 

테이블

잔디 

볼링장
미용실

-조용하고 넓은 환경을 제공하며 도시로의 

훌륭한 접근성 

2. Freedom Aged Care 

- Balwyn
54

실내 

레크레이

션 시설

단지 내 

버스
미용시설

- 다수의 주말 레크레이션 활동 (Camberwell 

Sunday market,  Palace Balwyn Cinema,  

local community centre)

3. Freedom Concierge 

Balwyn
- 영화관

색칠 

프로그램
도서관  -최신식의 Freedom Home Care 주거 단지

4. Freedom Aged Care 

- Burwood
41 탁구장 스파

잔디 

볼링장
-Gardiners Creek Reserve 인근

5. Freedom Concierge 

Bayside
86 개인정원 영화관 도서관 -고전풍 외관

6. Freedom Aged Care 

- Sandringham
110 체육관

레크레이

션 시설
도서관 -Sandringham 해변 쪽 교외에 위치

7. Freedom Aged Care 

- Doncaster
38 공원

스누커 

테이블

잔디 

볼링장

-Westfield Doncaster 인근

-Aveo Roseville 내 단지

8. Freedom Aged Care 

- Cheltenham
40 체육관

잔디 

볼링장
도서관

-Waves Leisure Centre, Kingston Health Golf 

Club 인근

9. Freedom Aged Care 

- Glen Waverley
47

야외 

바비큐 

시설

미용시설

실내 

레크레이

션 시설

-Jells Park, Wildlife Lake, Monash Aquatic 

and Recreation Centre 인근

표2. 정부 보조금을 받지 않는 노인주거복지시설들의 특징 

4. 결론

본 연구는 호주 빅토리아 주의 노인복지 정책 및 멜버른 시를 중심으로 분포되어 있는 노인시설의 특성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국내 적용방향을 제안하는데 있다. 2000년 이후 호주 역시 고령화로 인한 어려움을 겪었고, 다양한 유형의 노인복지시설과 정책을 

변화해오고 있다. 국가별 상황, 거주자의 특성 및 유형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더라도 저렴한 가격, 좋은 환

경의 노인요양(복지)시설의 확대방향은 국내 적용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었다. 특히 기존 거주자의 생활 패턴, 거주환경을 고려한 

환경유지방안,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매니저 교육, 긍정적인 삶을 유지하기 위한 프로그램과 시설유지, 거주자 요구에 따른 다

양한 식사 및 커뮤니티 프로그램 제공 등은 국내에서도 반영되어야 할 중요한 부분이라고 사료된다. 

그림 4. Freedom Aged Care_Glen Waverley (동일한 개인실, 정원을 취향에 따라 변경, 복도의 운동시설, 커뮤니티 프로그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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