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Rapid Health Impact Assessment of ‘Our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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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년 영국 정부에서 지역사회 서비스의 새로운 방향 제시하기 위하여 백서
를 발간함. 백서의 구체적인 목적은 1)초기 개입으로 보다 나은 예방 서비스 제공
하기, 2) 소비자들에게 보다 많은 선택과 발언권을 제공하기, 3) 지역사회 서비스
에 대한 접근도를 높이고 건강 불평등을 없애는데 노력하기, 4) 장기적 요구가 있
는 사람들을 더 지원하기임. 백서에는 간병인(carer)과 관련하여 ‘임금, 고용, 건강
과 사회적 돌봄, 평등을 키워드로 한 새로운 국가적 간병인 정책을 마련할 것’, ‘간
병인을 위한 새로운 정보 서비스와 전화상담서비스를 지원할 것’ ‘집에서 장애인
부양자가 응급으로 단기보호(respite care)를 원할 때 도움 받을 수 있을 것’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음. 그러나 백서에 어린 간병인 관련 내용은 단 한 번 언급되어
있을 뿐임
- 간이 HIA 실시
- 정책 분석, 문헌 검토, 지역사회 프로파일 작성
- North West/타지역의 어린 간병인들, North West/타지역 어린 간병인 관련
업무 담당자, 간병인 및 어린 간병인 관련 정책 관련 정치인, 주정부/중앙정부 공
무원들과 면대면· 전화·이메일 인터뷰를 실시
-

스트레스, 우울
사회적 네트워크
여가
교육
가난

- OHOCOS로 인해 장기 요양 환자들의 건강상태 호전, 재원기간 축소, 복약순
응도 및 삶에 대한 만족도 개선, 환자교육을 통한 셀프관리능력 향상, 정서적 안정
감 회복 등을 통해 간병인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임. 또한 환자들의 지역사
회 서비스의 접근도 향상으로 응급상황에서 먼거리의 병원을 이용해야 하는 간병
인들의 스트레스와 불안 수준을 낮출 수 있을 것임
평가결과 - OHOCOS가 불평등을 감소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
장 취약한 집단에 가장 적은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판단함
예를 들어 부모 교육 프로그램은 자기 관리가 가능하고 교육을 제대로 받은 사람
들에게 보다 적합하며, 어린 간병인들은 간병인 중에서도 가장 취약한 집단 중에
하나인데, 그들이 현재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한 파악조차 이루어지지 않아 계획안
전반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함
HIA의
평가결과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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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Our health, our care, our say 계획 및 HIA 개요
2006년 정부는 지역사회 서비스의 새로운 방향 제시를 위하여 백서(제
목: Our health, our care, our say, OHOCOS)를 발간했다. 백서에는
모든 사람들의 건강과 웰빙을 향상시키고, 건강 불평등을 감소하기 위하
여 통합관리가 가능한 새로운 ‘총체적 시스템(whole system)’ 모델을 기
반으로 한 향후 10~15년의 건강과 사회적 보호 정책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백서에는 다음 네 가지 목적을 제시되어 있다.
Ÿ 초기 개입으로 보다 나은 예방 서비스 제공하기
Ÿ 소비자들에게 보다 많은 선택과 발언권을 제공하기
Ÿ 지역사회 서비스에 대한 접근도를 높이고 건강 불평등을 없애는데 노
력하기
Ÿ 장기적 요구가 있는 사람들을 더 지원하기
백서에는 간병인(carer)과 관련하여 ‘임금, 고용, 건강과 사회적 돌봄,
평등을 키워드로 한 새로운 국가적 간병인 정책을 마련할 것’, ‘간병인을
위한 새로운 정보 서비스와 전화상담서비스를 지원할 것’ ‘집에서 장애인
부양자가 응급으로 단기보호(respite care)를 원할 때 도움 받을 수 있을
것’, ‘간병인을 위한 만성질환자의 자가관리지원 프로그램(Expert
Patients Promgramme) 제공’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그러나 백서에
어린 간병인 관련 내용은 단 한 번 언급되어 있을 뿐이다.
HIA는 OHOCOS가 발표되고 실행된 후에 실시되었다. 백서의 내용은
전국을 대상으로 한 것이지만 이에 대한 HIA는 북서부(Northern and
West) 지역으로 한정하고 진행했다. 또한 백서로 인한 영향을 받는 집단
중 ‘어린 간병인(young carers)’을 대상으로 관련 내용에 중점을 두어 평
가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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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A의 실질적인 수행은 Liverpool 대학교 보건대학의 ‘국제건강영향
평가 콘소시엄(The International Health Impact Assessment
Consortium, IMPACT)’에서 맡았다.
HIA는 2007년 6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되었고, HIA의 결과와 권고안
은 2007년 12월 보건부와 ‘간병인을 위한 전략 검토 그룹(National
Carers’ Strategy Review Group)‘에 전달되었다.

다. HIA 단계별 수행 내용
1) 스코핑 단계
운영위원회는 영국 북서부 지역의 돌봄서비스 단체(Care Services
Improvement Partnership, CSIP)와 어린 간병인을 위한 Barnardos
Liverpool 활동 단체(Barnardos Liverpool Action with Young
Carers), Liverpool 시의회, IMPACT 등의 대표자로 구성되었다. 2007
년 6월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OHOCOS 계획안 중 어린 간병인 관련 계
획안을 중심으로 HIA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고, HIA의 목적을 아래와
같이 설정하였다.
Ÿ 어린 간병인들이 보다 많은 어려움에 닥치지 않게할 것
Ÿ 어린 간병인의 수를 줄이고, 그들이 간병에 대한 책임을 덜 수 있는
정책 개발에 공헌할 것
운영위원회는 간이 HIA를 실시하기로 합의하고, 정보 및 근거를 수집
할 수 있는 이해관계자와 주요 정보제공자를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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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확인 및 평가 단계
관련 자료 및 근거를 수집하기 위하여, 정책을 분석하고, 문헌을 검토
하였으며, 다양한 2차자료를 통해 지역사회 프로파일을 작성하였다. 또
한, North West 지역의 어린 간병인들, 타지역 어린 간병인들, North
West 지역의 어린 간병인 관련 업무 담당자, 타지역의 어린 간병인 관련
업무 담당자, 간병인 및 어린 간병인 관련 정책에 관여하고 있는 정치인,
주정부 공무원, 중앙정부 공무원들과 면대면· 전화·이메일 인터뷰를 실
시하고, 워크샵도 개최하였다. 자료 및 근거를 수집한 결과는 아래와 같
다.
Ÿ 어린 간병인들은 가난, 교육상의 어려움,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 기회
의 제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기회 제한, 미래에 대한 꿈을 꿀 수 있는
기회 박탈, 동료집단으로부터의 소외 등을 겪게 됨
Ÿ 어린 간병인들은 스트레스, 초조, 우울, 낮은 자존감, 식이장애, 수면
장애, 자해, 피로, 근골격계 문제 등의 건강결과를 나타냄
Ÿ 어린 간병인들과의 워크샵을 통해 그들이 가족, 친구과 지지적인 관
계를 형성하는 것을 가장 필요로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음. 그들은
가족, 친구, 학교 등으로부터 간병일을 수행하고 있는 것에 대한 칭찬
및 자신감과 자존감을 갖을 수 있게 하는 긍정적인 반응을 얻길 원했
음. 또한 그들은 휴식 및 다른 아이들과 어울릴 수 있는 시간을 필요
로 했음. 그리고 사람들에게 간병에 대한 인식과 이해도를 높아져서
낙인이나 따돌림과 같은 부정적인 영향이 없어지기를 바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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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사결정 및 권고안 작성 단계
운영위원회는 OHOCOS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건강영향들을 평가하
였다. 평가 결과, 통합적 관리 서비스(자가케어, 환자교육, 임상 사후관
리, 다분야 관리팀, 근거 기반의 치료)로 인해 장기 요양 환자 들의 건강
상태가 호전될 수 있고, 환자들의 재원기간을 줄일 수 있게 됨으로서 간
병인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이는 환자들의 복
약순응도와 삶에 대한 만족도를 높여줄 것이라고 보여진다. 또한, 환자교
육을 통해 환자 스스로의 관리하는 능력이 높아지고, 정서적인 안정감을
갖게 됨으로서 간병인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고 보았다. 환자들에게
지역사회 서비스의 접근도가 높아짐에 따라, 응급상황에서 먼거리의 병
원을 이용해야 하는 간병인들의 스트레스와 불안 수준을 낮춰질 수 있다
고 보았다.
운영위원회에서는 비록 OHOCOS가 불평등을 감소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취약한 집단에 가장 적은 혜택을 제공
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예를 들어 부모 교육 프로그램은
자기 관리가 가능하고 교육을 제대로 받은 사람들에게 보다 적합한 것이
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어린 간병인들은 간병인 중에서도 가장 취약한
집단 중에 하나인데, 그들이 현재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한 파악조차 이루
어지지 않아 계획안 전반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이 크다.
운영위원회 구성원들은 어린 간병인들은 간병인으로서 역할을 수행하
면서도 국가 및 지역에서 그들에게 최적화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점을 지
적하며, 개선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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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어린 간병인들은 우선 어린이 및 청소년으로서 보호받아야 한다.
Ÿ 어린 간병인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은 성인 간병인들과 비슷하지만,
청소년으로서 요구하는 부분이 존재한다.
Ÿ 어린 간병인들도 간호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으며, 그들도 성인 간
병인들에게 주어지는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한다.
Ÿ 16-17세의 어린 간병인들은 학교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하고, 간병
인 수당 역시 받아야 한다.
Ÿ 어린 간병인의 요구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실행하고, 이를 통해 적
절한 서비스를 지원하여, 이들의 간병에 대한 의무감을 덜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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