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Ⅲ. 장기요양서비스 공급체계 25

Ⅲ 장기요양서비스 공급체계

1. 공급체계 

가.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절차

1) 한국

우리나라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절차는 장기요양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이 장기요양인정신

청서를 공단에 제출하면서 시작된다. 신청서를 접수한 공단이 신청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

하고 조사결과를 등급 판정위원회에 전달한다. 등급 판정위원회는 신청인이 신청서를 제

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장기요양등급을 판정한다. 공단은 그 판정 결과에 따라 장기요

양등급,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을 포함하는 장기요양인정서, 월 한도액 범위 안에

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송부한다. 인

정받은 신청인(수급자)는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고려하여 희망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가 지정･감독하고 있는 장기요양기관(재가급여, 시설급여 제공)을 선택하고, 장기요양서

비스의 이용에 관한 계약을 하여,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받는다. 이용 후에 수급자는 

본인일부부담금 및 비급여본인부담금을 장기요양기관에게 지급한다. 장기요양기관은 본

인일부부담금을 제외한 급여비용을 보험자에게 청구한다(<그림 Ⅲ-1> 참조).36) 

36) 건강보험공단(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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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1> 우리나라 운영체계 <그림 Ⅲ-2> 일본 운영체계

2) 일본

일본은 개호가 필요한 사람이 개호필요(지원필요) 인정 신청서를 시구정촌의 창구에 제출

하면서 시작된다. 각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되어 있는 지역포괄지원센터37) 등이 신청을 대

행하는 것이 가능하다.38) 신청이 접수되면 시구정촌이 조사하고 심사하여 개호필요 정도

를 판정한다. 시구정촌이 판정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하면 재택

서비스 인정통지를 받은 신청자(수급자)는 본인이 혹은 케어매니저39)가 근무하는 재택개

호지원사업소와 계약한 후 케어매니저와 함께 개호서비스계획(케어플랜)을 작성하여 계

획에 따라 개호서비스를 이용한다. 그리고 케어매니저의 소개를 받아 그 외의 필요한 개

호서비스사업소와 계약을 한다. 

37) 지역포괄지원센터는 2006년 제도개혁을 하면서 창설되었음. 이것은 고령자가 거주하는 지역에서 장기요양이 필

요한 상태에 있는 고령자의 요구나 상태의 변화에 대응한 보건･의료･복지 등 필요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기관임. 필요한 경우 개호에 관한 상담을 할 수 있고 개호서비스 혹은 그 외의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신

청 절차를 도와줌. 그리고 지원필요1, 2등급에 대한 개호예방서비스 계획의 작성, 개호예방 매니지먼트, 케어매니

지먼트 기능을 가진 그 지역의 중추적인 기관임. 시구정촌이나 시구정촌이 위탁하는 조직에 의해 공적으로 운영되

고 상담･지원은 무료임 

38) 2006년 이전에는 일정 자격을 갖춘 사업자가 신청 및 인정조사대행을 실시할 수 있었음. 그런데 요개호도가 시구

정촌이 실행하는 경우보다 높게 나타나 대행제도를 폐지하였음 

39) 케어매니지먼트란 “수급자의 사회생활에서 여러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적절한 사회자원과 연계절차의 총체”라

고 정의할 수 있음. 목표는 (1) 의료, 심리, 복지 등 종합적인 접근 방식으로 이용자의 지역생활을 지원, (2) 

QOL(삶의 질) 향상, (3) 재원 컨트롤임. 케어매니저는 케어플랜의 작성뿐만이 아니라, 수급자 본인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평가 → 케어플랜 작성 → 서비스담당자 회의 → 지급관리 → 모니터링 → 평가” 업무를 수행함(三原 

岳 2020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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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급여수급자는 시설을 선택하고 그 시설에서 케어플랜을 작성한 후에 시설급여를 받

는다. 이용 후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을 사업자에게 지급한다. 사업자는 수급자의 본인일부

부담금을 제외한 급여비용을 보험자에게 청구한다(<그림 Ⅲ-2> 참조).40)

3) 비교 평가

우리나라와 일본은 수급자 권익 증진을 위하여 수급자가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

록 하고 있다. 두 나라는 장기요양보험제도 이전에는 행정조치의 일환으로 대상자를 지정

된 장기요양기관(대체로 비영리사회복지법인)에 입소시켰다. 이것은 입소자의 선택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었다. 두 나라는 이러한 부정적 평가를 피하기 위하여 피

보험자가 장기요양기관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절차상 우리나라 제도는 수급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일본은 재택

서비스의 경우 수급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사업소 혹은 재택개호지원사업자의 케어매

니저에게 의뢰하여 개호서비스계획(케어플랜)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공단이 개인별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송부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수

급자와 상담 없이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가 작성되고 있는 것이다(<표 Ⅲ-1> 참조). 

마지막으로, 일본은 케어매니저가 공급체계에서 케어플랜을 작성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케어매니저가 시종일관 수급자를 관리하기 때문에 수급자는 큰 어려움 없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우리나라 케어매니저는 2008년 처음으로 도입된 직종으로 

아직까지 간호사와 사회복지사 등 비슷한 직업군에서 일을 하던 사람들이 주로 종사하고 

있다.41) 우리나라 케어매니저는 장기요양서비스에 필요한 직무를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일본의 케어매니저의 역할과 차이가 있다. 

40) 三原 岳(2020d)

41) 정민영･손명동･박천규(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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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1> 한･일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절차 비교

단계 일본 한국

1단계
(인정신청)

∙ 시구정촌의 창구에서 ʻ개호
필요(지원필요) 인정ʼ을 신청

∙ 지역포괄지원센터 등에서 신청을 대행 
가능

∙ 신청자는 공단에 장기요양인정 신청

2단계
(등급 판정)

∙ 시구정촌의 조사원이 각 가정을 방문하
여 심신의 상황에 대해 본인이나 가족
에게 질문하는 등의 방식으로 조사

∙ 인정조사의 결과와 주치의의 의견서를 
바탕으로 ʻ개호 인정심사회ʼ에서 등급 판
정

∙ 개호필요1~5등급 또는 지원필요1, 2등급

∙ 공단은 조사한 인정조사결과 및 의사소
견서 등을 참고하여 심신상태 및 장기
요양이 필요한 정도 등 등급 판정기준
에 따라 등급 판정

3단계
(결과통지)

∙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구정촌에
서 인정 결과 통지

∙ 공단이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자에게 장
기요양 인정서 및 표준장기요양이용계
획서 작성･송부

4단계
(케어플랜

작성)

∙ 재택: 재택 개호지원 사업자와 계약한 
후, 그 사업자의 케어매니저에게 의뢰하
여 이용할 서비스를 결정하고 개호 서
비스 계획(케어플랜)을 작성

∙ 시설입소: 희망시설에 직접신청
∙ 지원필요1, 2등급: 지역포괄지원센터 등

에서 담당자가 개호예방서비스 계획을 
작성 

∙ 3단계에서 공단이 표준장기요양이용
계획서를 일괄 작성

5단계
(이용)

∙ 케어플랜에 입각한 재택 서비스나 시설
서비스를 이용

∙ 수급자는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고
려하여 희망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을 선
택하고 장기요양급여를 받음

자료: 1) 건강보험공단(a)

     2) 三原 岳(202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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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험자 

가. 보험자

1) 한국

우리나라 보험자는 전국 유일 기관인 공단이다. 피보험자가 장기요양기관에서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하면 보험자가 재원을 조달하여 그 비용의 일부 혹은 전부를 보조해준다. 

그리고 수급자에 대한 장기요양급여 관련 등급 평가 및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작성 등 

이용지원, 재가 및 시설급여비용의 심사 및 지급, 장기요양사업에 관한 조사, 연구 및 홍

보, 노인성질환예방사업 등을 관장하고 있다. 

장기요양기관을 지정･지도･감독하는 곳은 지방자치단체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장기요양

기관을 지정하면 지체 없이 공단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2) 일본

일본 개호보험의 보험자는 지방자치단체인 시구정촌이다. 시구정촌이 재원을 조달하고 

피보험자가 장기요양기관에서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면 그 비용의 일부 혹은 전부를 

보조해준다. 그리고 시구정촌이 우리나라 보험자가 수행하는 업무(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

서 작성 제외)를 수행하고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지도･감독을 병행하여 수행한다.42) 

3) 비교 평가

우리나라는 단일 보험자 시스템이고, 일본은 다수 보험자 시스템이다. 우리나라는 건강보

험과의 중복 업무를 피하면서 전국에 걸쳐 일관성 있고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다는 장점

이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줄어들어서 일본의 지역밀착형서비스와 같은 서

비스를 제공하기에는 불리한 구조이다. 

두 나라의 주요 차이는 일본은 보험자와 지방자치단체가 동일한 반면, 우리나라는 다르다

42) 장세철･김경민(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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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점이다. 우리나라는 장기요양기관 지정･지도･감독 주체와 평가 주체가 다르고 일본은 

동일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장기요양기관을 관리하여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정･지도･감독 권한 없이 보험자의 역할이 실효성 있게 작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

는 상황이다.43) 

나. 재원조달

1) 한국

보험자의 주요 역할 중의 하나는 재원조달에 있다. 공단은 정부 지원과 보험료 징수를 통

해서 재원을 조달한다. 정부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해 연도 장기요양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단에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중 공단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 및 관리운영비의 전액을 부담한다.44)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제도의 보험료 부과체계를 그대로 활용하여 산정하고 건강보

험료와 합산하여 징수한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된다. 즉, 2021년 건강보험료율 6.86% × 장기요양보험료율 11.52% = 소득 대비 요

율 0.79%로 산정된다.45) 

2) 일본

일본의 보험자는 정부보조와 보험료로부터 재원을 조달한다. 개호급여를 위해 필요한 재

원의 25%는 중앙정부, 25%는 지방정부(시정촌 12.5%, 도도부현 12.5%)에서 제공하며, 

50%는 보험료(2021년 제1호 피보험자 보험료 23%, 제2호 피보험자 보험료 27%)로부터 

조달한다. 

43) 최재성･이상우(2014)

4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는 국가는 노인성질환예방사업을 수행하는 지방자

치단체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에 대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

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45)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0. 9. 8), “21년 장기요양보험료율 11.52%, 세대 평균 보험료 1,787원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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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5세 이상의 자(제1호 피보험자)와 40세 이상 65세 미만의 자(제2호 피보험자)는 보험

료의 징수 방법이 다르다. 제1호 피보험자의 경우 시구정촌 혹은 특별연합구가 연금으로

부터 만 65세에 도달하는 월부터 공제하여 징수한다. 65세 이상의 자가 재해･소득 감소 

등으로 인해 개호보험료의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개호보험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 또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영향으로 인해 수입이 감소한 경우에도 개호보험료를 감

면받을 수 있다. 제2호 피보험자의 경우 공공 건강보험공단이 만 40세가 되는 달부터 공

공 건강보험료와 합산해서 징수한다.46)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별로 보험료 수준이 다르다.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부담액이 커지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그 소득수준별 보험료 격차가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르다.47)

3) 비교 평가

한･일의 재원조달 방법을 비교해보면 정부지원, 보험료를 재원으로 하여 구성은 동일하

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일본은 정부 지원이 50%에 달하고 결과적으로 피보험자가 납부

하는 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50%이다. 우리나라는 중앙정부의 지원이 20%이고 나머

지는 보험료로부터 조달된다.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피보험자의 보험료 부담 비중이 다소 

크게 편성되어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65세 이상자와 미만자에 대한 보험료 징수 방법에 차이가 없다. 일본은 65세 

이상자에 대해서는 연금에서 공제하여 65세 미만자와 다른 방법으로 징수하고 있다.

46) 가와사키(https://www.city.kawasaki.jp/350/cmsfiles/contents/0000049/49639/20konnitiha-koria.pdf)

47) 三原 岳(2020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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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보험자

가. 적용 대상 및 수급 요건

1) 한국

[급여 적용 대상자]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장기요양

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를 포함한 “노인등”이다.48) 이때 “장기요

양보험 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가입자(국내에 거주하는 국민 또는 

피부양자)이며,49)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이다. 국민건강보

험은 의료급여수급권자를 포함하고 있지 않지만 노인장기요양보험은 포함하고 있는 것이

다. 그리고 “노인등”이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50)을 가진 자를 말한다.51)

[수급 요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여를 받기 위해서 만 65세 이상인 자는 6개월 이상 혼

자서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장기요양등급 판정위원회에서 1~5등급 혹은 인지지원 

등급으로 장기요양인정을 받아야 한다. 만 65세 미만인 자는 그 상태가 노화에 기인하는 

특정 질병에 의해 발생한 경우 장기요양인정 등급을 받아 급여를 받을 수 있다. 

2) 일본

[급여 적용 대상자] 일본 개호보험의 급여 적용 대상자는 제1호 피보험자와 제2호 피보험

자가 있다. 제1호 피보험자의 대상자는 65세 이상의 자이며, 제2호 피보험자의 대상자는 

만 40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공공 의료보험가입자이다. 만 40세가 되면 자동으로 자격을 

48)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2조(장기요양인정의 신청자격)

49)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7조(장기요양보험) 

50)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별표 1]: 가.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나. 혈관성 치매, 다. 달리 분류된 기타 질

환에서의 치매, 라. 상세불명의 치매, 마. 알츠하이머병, 바. 지주막하출혈, 사. 뇌내출혈, 아. 기타 비외상성 두 

개내출혈, 자. 뇌경색증, 차.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은 뇌졸중, 카.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

맥의 폐쇄 및 협착, 타.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 파. 기타 뇌혈관질환, 하. 달리 분류

된 질환에서의 뇌혈관장애, 거. 뇌혈관질환의 후유증, 너. 파킨슨병, 더. 이차성 파킨슨증, 러. 달리 분류된 질환

에서의 파킨슨증, 머. 기저핵의 기타 퇴행성 질환, 버. 중풍후유증, 서. 진전(震顫)

5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정의)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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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하며, 만 65세가 되면 자동으로 제1호 피보험자로 전환된다.52) 

[수급 요건] 일본은 제1호 피보험자가 ‘개호필요1~5등급’ 또는 ‘지원필요1, 2등급’으로 분

류되면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제2호 피보험자는 개호필요(지원필요) 상태에 해당하는 자

이어야 하고 동시에 그 상태가 노화에 기인하는 특정 질병에 의해 발생한 경우 급여를 받

을 수 있다.53) 

3) 비교 평가

한･일 간의 급여 적용대상자(피보험자)를 비교해보면 일본은 제2호 피보험자를 만 65세 

미만부터 만 40세 이상의 연령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만 65세 미만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차이가 있다. 일본은 실제 서비스의 수혜는 고령자가 아니더라도 

만 40세 이상이 되어야 이루어진다는 점을 강조하여 40세 미만을 제외하였다. 우리나라

는 장기요양의 문제를 사회의 연대책임 문제로 보고 이 제도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민 전

체가 부담해야 한다는 논리로 연령대상을 넓게 하고 있다(<표 Ⅲ-2> 참조). 

<표 Ⅲ-2> 한･일 피보험자 비교

구분

일본 한국

만 65세 이상 
(제1호 피보험자)

만 40세~만 64세 
(제2호 피보험자)

65세 이상 65세 미만 

대상 65세 이상
만 40세 이상 

만 65세 미만으로 
의료보험 가입자

65세 이상
국건강보험가입자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

65세 미만 
국민건강보험가입자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

수급
요건

･ 개호필요 상태
  (1~5등급)
･ 지원필요 상태
  (1, 2등급)

개호필요(지원필요) 
상태가 노화에 

기인하는 질병(특정 
질병)에

의한 경우에 한정

∙ 2017년까지 
1~5등급 판정을 
받은 노인등

∙ 2018년부터 ‘인지지
원(치매)등급’ 포함

치매 등 노인성질병을 
가진 자 중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

52) 介護保険法施行規則, 第二章

53) 1) 介護保険法施行規則, 第三章

    2) 가와사키(https://www.city.kawasaki.jp/350/cmsfiles/contents/0000049/49639/20konnitiha-koria.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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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2> 계속

구분

일본 한국

만 65세 이상 
(제1호 피보험자)

만 40세~만 64세 
(제2호 피보험자)

65세 이상 65세 미만 

보험료

시정촌과 특별구가 
징수(원칙상
만 65세부터 

연금에서 공제)

건강보험료와 
합산해서 징수

(원칙상 사업주가
1/2을 부담) 

만 40세가 되는 
달부터 징수

의료보험료와 
합산해서 징수

의료보험료와 
합산해서 징수

자료: 1) 介護保険法施行規則

2) 가와사키(https://www.city.kawasaki.jp/350/cmsfiles/contents/0000049/49639/20konnitiha-koria.pdf)

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2조(장기요양인정의 신청자격)

나. 수급자 현황

우리나라 급여수급자는 2019년 732,181명으로 나타났고, 최근 3년간 연평균 12.1% 증가

율을 보이고 있다. 수급자 1인당 월평균 급여비는 2019년 1,284,256원으로 나타났고, 최

근 3년간 연평균 6.4%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수급자 및 1인당 급여비가 급증하고 있어서 

보험료의 상승 압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표 Ⅲ-3> 참조). 

<표 Ⅲ-3>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 현황

구분 2016 2017 2018 2019 평균증가율

급여이용수급자(명) 520,043 578,867 648,792 732,181 12.1%

급여제공일수(만 일) 10,997 12,292 13,593 15,434 12.0%

급여이용수급자 1인당 
월평균 급여비(원)

1,067,761 1,103,129 1,208,942 1,284,256 6.4%

급여이용수급자 1인당 
월평균 공단부담금(원)

942,415 975,496 1,077,291 1,159,922 7.2%

주: 급여제공 일수는 같은 날짜에 여러 번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받을 경우 하루로 계산함 

자료: 건강보험공단, 각 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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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장기요양기관 

가. 장기요양기관 종류 및 현황

1) 한국

가) 장기요양기관 종류

장기요양기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지정된다.54) 동 법 제31조는 장기요

양기관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을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한정하고 있다. “「노인복지법」 제31조에서 규정한 노인복

지시설”은 1. 노인주거복지시설, 2. 노인의료복지시설, 3. 노인여가복지시설, 4. 재가노인

복지시설, 5. 노인보호전문기관, 6. 노인일자리지원기관, 7.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가 있

다. 이들 7가지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14조(장기요양기관의 지정 대상)에 따르면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복지법」 제34조) 및 

재가노인복지시설(같은 법 제38조)을 말한다. 즉,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은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55) 그리고 재

가노인복지시설(방문요양서비스, 주･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 

그 밖의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서비스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표 Ⅲ-4> 참조). 

5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장기요양기관의 지정)은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운영

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기요양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 소재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도록 하고 있음 

55) “1. 노인요양시설: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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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4> 우리나라 노인복지시설 종류

복지시설 종류 세부 유형 주요 서비스 내용 대상자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복지법」 제32조
: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노인 입소

양로시설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 및 

편의 제공 
65세 이상 기초수급권자, 
부양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의 자, 저소득 65세 
이상의 자, 전액수납 

양로시설 또는 
노인공동생활가정의 경우 

60세 이상의 자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 및 편의 제공

노인복지주택
주거시설을 임대하여 주거 

편의･생활지도･상담 및 
안전관리 등 제공

독립 주거 지장 없는 
60세 이상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복지법」 제34조
: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 

발생 노인 입소

노인요양시설 급식･요양과 편의 제공 장기요양급여수급자, 65세 
이상 기초수급권자, 

전액수납 양로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경우 60세 이상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소규모 
시설)과 급식･요양과 편의 제공

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복지법」 제36조

: 건강한 60세 
이상의 자

노인복지관
노인의 교양･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

60세 이상의 자
경로당

자율적으로 친목도모･취미활동･
공동작업장 운영 등

노인교실
취미생활･노인건강유지･소득보
장 기타 학습프로그램을 제공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복지법」 제38조
: 신체적･정신적 장애 
있는 65세 이상 재가 

노인 혹은 60세 이상의 
전액 수납 시설
(양로시설 또는 

노인공동생활가정 등) 
입소자 

방문요양서비스
필요한 각종 편의를 

방문하여 제공
가정에서 보호 필요자

방문목욕서비스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 가정에서 목욕 필요자

방문간호서비스 방문하여 간호 가정에서 간호 필요자

주･야간보호
서비스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보호를 
받을 수 없는 노인 

주･야간 보호
주야간 보호 필요자

단기보호서비스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노인 입소 보호

단기 입소 보호 필요자

복지용구지원
서비스

복지용구 지원 복지용구 필요자

재가노인지원
서비스

위 6가지 외의 상담교육, 정보 
제공 및 각종서비스

각종 서비스 필요자

주: 이외에 「노인복지법」 제31조에서 규정한 노인복지시설은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일자리지원기관,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가 있음

자료: 1) 「노인복지법」 제31조 

2) 보건복지부(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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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장기요양기관 수 현황

2020년 우리나라 방문요양시설은 2,656개소, 주･야간보호시설은 2,321개소로 6개 재가

노인복지시설 중에서 이들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방문요양시설은 전년 대비 75.5%, 주･
야간보호시설은 27.8% 증가하는 등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방문요양시설은 특성상 입소정원이 없고, 주･야간보호시설 입소정원은 2020년 전

년 대비 36.8% 증가하는 등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2020년 우리나라 노인요양시설은 3,844개소,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1,881개소이다. 

노인요양시설 수는 2020년 전년 대비 6.9% 증가하는 등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2.7% 증가하는 등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요양시설 총 입소정원은 2020년 전년 대비 7.1% 증가하는 등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

하고 있는 반면,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총 입소정원은 -0.1% 증가하는 등 감소하는 경향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Ⅲ-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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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5> 우리나라 노인복지시설 현황 및 증가율
(단위: 개소, 명, %)

복지
시설
종류

세부 유형

2016 2017 2018 2019 2020

시설 수
입소
정원

시설 수
입소
정원

시설 수
입소
정원

시설 수
입소
정원

시설 수
입소
정원

노인
주거
복지
시설

소계
425 19,993 404 19,652 390 19,897 382 21,674 352 20,497

- - -4.9% -1.7% -3.5% 1.2% -2.1% 8.9% -7.9% -5.4%

양로시설 265 13,283 252 12,562 238 12,510 232 13,036 209 11,619

노인공동생활가정 128 1,062 119 1,092 117 998 115 954 107 953

노인복지주택 32 5,648 33 5,998 35 6,389 35 7,684 36 7,925

노인
의료
복지
시설

소계
5,163 167,899 5,242 170,926 5,287 177,318 5,529 190,820 5,725 203,075

- - 1.5% 1.8% 0.9% 3.7% 4.6% 7.6% 3.5% 6.4%

노인요양시설
3,136 150,025 3,261 153,785 3,390 160,594 3,595 174,015 3,844 186,289

- - 4.0% 2.5% 4.0% 4.4% 6.0% 8.4% 6.9% 7.1%

노인요양공동생활
가정

2,027 17,874 1,981 17,141 1,897 16,724 1,934 16,805 1,881 16,786

- - -2.3% -4.1% -4.2% -2.4% 2.0% 0.5% -2.7% -0.1%

노인
여가
복지
시설

소계
66,787 0 67,324 0 68,013 0 68,413 0 69,005 0

- - 0.8% - 1.0% - 0.6% - 0.9% -

노인복지관 350 0 364 0 385 0 391 0 398 0

경로당 65,044 0 65,604 0 66,286 0 66,737 0 67,316 0

노인교실 1,393 0 1,356 0 1,342 0 1,285 0 1,291 0

재가
노인
복지
시설

소계
3,168 24,709 3,216 28,898 3,494 34,642 4,821 53,831 7,212 73,595

- - 1.5% 17.0% 8.6% 19.9% 38.0% 55.4% 49.6% 36.7%

방문요양서비스
1,009 0 1,001 0 1,051 0 1,513 0 2,656 0

- - -0.8% - 5.0% - 44.0% - 75.5% -

주･야간
보호서비스

1,086 23,767 1,174 27,934 1,312 33,815 1,816 53,087 2,321 72,639

- - 8.1% 17.5% 11.8% 21.1% 38.4% 57.0% 27.8% 36.8%

단기보호서비스
95 942 80 964 73 827 78 744 73 956

- - -15.8% 2.3% -8.8% -14.2% 6.8% -10.0% -6.4% 28.5%

방문목욕서비스 588 0 609 0 650 0 942 0 1,596 0

방문간호서비스 0 0 10 0 0 0 60 0 95 0

복지용구지원
서비스

0 0 0 0 0 0 0 0 86 0

재가노인지원
서비스

390 0 342 0 0 0 412 0 385 0

주: 이외에 「노인복지법」 제31조에서 규정한 노인복지시설은 노인보호전문기관(「노인복지법」 제39조의5), 노인일자

리지원기관,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노인복지법」 제39조의19)가 있음

자료: 보건복지부(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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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본

가) 장기요양기관의 종류

일본은 장기요양기관을 급여 중심으로 분류하고 있다. 개호예방서비스사업소, 지역밀착

형개호예방서비스사업소, 개호예방지원사업소(지역포괄지원센터), 재택서비스사업소, 지

역밀착형서비스사업소, 재택개호지원사업소, 공적 개호보험시설로 분류하고 있다.56) 이 

분류 체계에서는 특정시설입소자생활개호(유료노인홈, 개호형저비용(軽費)노인홈)이 시

설단위로 나타나지 않아 본 보고서는 별도로 조사하였다.

나) 장기요양기관 수 현황

① 급여 종류별 현황

2019년 가장 많은 수의 장기요양기관이 재택서비스사업소(117,953개소)이고, 가장 적은 

것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설치한 개호예방지원사업소(5,199개소)이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연평균 장기요양기관 수의 전체적 추세를 보면 간호 및 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증가하고 목욕, 치매대응서비스 등 단일 서비스만을 제공하는 

기관은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특징적인 사항 몇 가지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재택서비스사업소 수는 소폭으로 증가(0.5%)한 가운데 방문간호스테이션이 큰 폭으로 증

가(6.0%)하였고, 방문목욕개호가 큰 폭으로 감소(-5.2%)하였다.  

지역밀착형서비스사업소 수는 소폭으로 증가(0.4%)한 가운데 복합형(간호소규모다기능

형재택개호)(23.1%) 및 정기순회･수시대응형방문개호간호(8.9%)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

고, 치매대응형통원개호가 소폭으로 감소(-2.1%)하였다.

공적 개호보험시설 수는 소폭으로 증가(0.9%)한 가운데 2018년 처음으로 개설된 개호의

료원이 큰 폭으로 증가(295.2%)하였고, 개호요양형의료시설이 큰 폭으로 감소(-16.5%)하

였다(<표 Ⅲ-6> 참조). 

56) 厚生労働省(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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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6> 일본 장기요양기관 수 현황
(단위: 개, %)

구분 급여종류 2017 2018 2019
평균

증가율

개호예방 
서비스
사업소

개호예방방문목욕개호 1,865 1,715 1,626 -6.6

개호예방방문간호스테이션 10,133 10,654 11,301 5.6

개호예방통원재활 7,837 8,062 8,226 2.5

개호예방단기입소생활개호 10,729 10,906 11,037 1.4

개호예방단기입소요양개호 5,223 5,182 5,101 -1.2

개호예방특정시설입주자생활개호 4,657 4,816 4,917 2.8

개호예방복지용구대여 7,948 7,773 7,549 -2.5

특정개호예방복지용구판매 8,043 7,830 7,597 -2.8

소계 56,435 56,938 57,354 0.8

지역밀착형 
개호예방
서비스
사업소

개호예방치매대응형통원개호 3,849 3,754 3,664 -2.4

개호예방소규모다기능형재택개호 4,842 4,972 5,017 1.8

개호예방치매대응형공동생활개호 12,952 13,251 13,384 1.7

소계 21,643 21,977 22,065 1.0

개호예방지원사업소(지역포괄지원센터) 5,020 5,147 5,199 1.8

재택서비스
사업소

방문개호 35,311 35,111 34,825 -0.7

방문목욕개호 1,993 1,885 1,790 -5.2

방문간호스테이션 10,305 10,884 11,580 6.0

통원개호(데이서비스) 23,597 23,861 24,035 0.9

통원재활(데이케어) 7,915 8,142 8,318 2.5

단기입소생활개호 11,205 11,434 11,566 1.6

단기입소요양개호 5,359 5,316 5,230 -1.2

특정시설입소자생활개호 5,010 5,198 5,328 3.1

복지용구대여 8,012 7,866 7,651 -2.3

특정복지용구판매 8,072 7,862 7,630 -2.8

소계 116,779 117,559 117,953 0.5

지역밀착형 
서비스 
사업소

정기순회･수시대응형방문개호간호 861 975 1,020 8.9

야간대응형방문개호 217 221 228 2.5

지역밀착형통원개호 20,492 19,963 19,858 -1.6

치매대응형통원개호 4,146 4,065 3,973 -2.1

소규모다기능형재택개호 5,342 5,469 5,502 1.5

치매대응형공동생활개호 13,346 13,618 13,760 1.5

지역밀착형특정시설입주자생활개호 320 328 352 4.9

복합형(간호소규모다기능형재택개호) 390 512 588 23.1

지역밀착형개호노인복지시설 2,158 2,314 2,359 4.6

소계 47,272 47,465 47,640 0.4

재택개호지원사업소 41,273 40,956 40,118 -1.4

공적 
개호보험 

시설

개호노인복지시설 7,891 8,097 8,234 2.2

개호노인보건시설 4,322 4,335 4,337 0.2

개호의료원 n.a. 62 245 295.2

개호요양형의료시설 1,196 1,026 833 -16.5

소계 13,409 13,520 13,649 0.9

자료: 厚生労働省, 각 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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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유료노인홈

유료노인홈은 2005년을 전후로 하여 빠르게 증가하였다. 2006년 전년 대비 48.4% 증가

하였다(<그림 Ⅲ-3> 참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00년 개호보험제도 도입 당시

에 개호보험제도는 민간영리사업자의 진출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둘째, 2006년 노인복

지법은 개호형유료노인홈의 정원 요건을 폐지(10인 이상 요건 폐지)하였다. 셋째, 2006

년 노인복지법은 개호형유료노인홈이 제공할 수 있는 급여서비스를 확대하였다. 그 이전

에는 식사 제공만 가능하였으나 그 이후에는 신체활동지원(식사수발, 배변, 목욕), 일상생

활지원(조리, 세탁, 청소), 건강관리(간호)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2006년 개정 

당시 식재료비는 비급여로 전환되었다. 마지막으로, 노인의 수요가 확대되고 있고 비교적 

낮은 비용으로 입소할 수 있다.57)

<그림 Ⅲ-3> 일본 개호 관련 유료노인홈 시설 수 추이

자료: 社保審－介護給付費分科会(2020. 7. 8), 特定施設入居者生活介護(資料７), 厚生労働省

개호형유료노인홈보다 주택형유료노인홈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2019년 개호형유료노

인홈 시설 수는 4,070개소이고, 주택형유료노인홈은 10,029개소로 약 2.5배에 이른다. 

개호형유료노인홈 보다는 주택형유료노인홈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2019년 전년 대비 

개호형유료노인홈 시설 수는 2.3%, 주택형유료노인홈은 7.2% 증가하였다. 두 종류의 시

설 모두 증가 추세는 둔화하고 있다(<그림 Ⅲ-4>, <그림 Ⅲ-5> 참조).

57) 厚生労働省(2021. 9. 13 검색), 有料老人ホーム開設の法的要件(https://www.mhlw.go.jpfile06-Seisakujou

hou-12600000-Seisakutoukatsukan0000038009_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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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4> 일본 개호형유료노인홈 추이 <그림 Ⅲ-5> 일본 주택형유료노인홈 추이

주: 개호형과 주택형은 후생노동성이 재게시한 통계임

자료: 社保審－介護給付費分科会(2020. 7. 8)

주: 개호형과 주택형은 후생노동성이 재게시한 통계임

자료: 社保審－介護給付費分科会(2020. 7. 8)

저비용노인홈 및 치매대응형공동생활개호시설 수는 증가 추세가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속적으로 증가율이 줄어들어 저비용노인홈은 2019년 전년 대비 0.2%, 치매

대응형공동생활개호시설은 0.5% 증가하는 데 그쳤다(<그림 Ⅲ-6>, (<그림 Ⅲ-7> 참조). 

<그림 Ⅲ-6> 일본 저비용노인홈

(케어하우스) 추이

<그림 Ⅲ-7> 일본 치매대응형공동생활개호

(그룹홈) 추이

자료: 社保審－介護給付費分科会(2020. 7. 8) 자료: 社保審－介護給付費分科会(2020.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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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시설 규모 기준 및 1시설당 정원 현황 

1) 한국

가) 규모 기준

[노인의료복지시설]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

준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에서 규정하고 있

다.58) 동 시행규칙은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을 규정하고 있고 재

가노인복지시설의 병설･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노인요양시설은 입소정원 10명 

이상,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입소정원 5명 이상 9명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노

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시설(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자는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하

고, ････ 이하 생략 ････”

동시에 동 규정은 정원 30명 미만의 노인요양시설의 경우에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보

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입소자 30명 미만의 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하

는 경우 ････ 중략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 중략 ････ 타
인 소유의 토지 및 건물을 사용하여 설치할 수 있다.” 

즉, 정원 30인 미만 10명 이상 규모의 노인요양시설은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할 강제조항을 회피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규제는 대규모 노인요양시설의 설치를 제

한하고 소규모 노인요양시설의 확산을 결과할 수 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

준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에서 규정하고 있

58)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제22조 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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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59) 동 규칙은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규모를 규정하면서 주･야간보호시설 및 단기보

호시설의 경우에는 이용자 10명 이상일 경우와 미만일 경우를 구분하여 설비조건을 규정

하고 있다. 하나의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여러 가지 재가노인복지서비스(복지용구지원서

비스는 제외)를 함께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에 관한 특

례의 경우와 달리 시설 설치자의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할 강

제조항을 두고 있지 않다.

나) 1시설당 입소정원 현황

우리나라 노인요양시설 1시설당 입소정원 규모는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2020

년 1시설당 입소정원이 전년 대비 0.1% 증가에 그치는 등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토

지 및 건물 소유권 확보 의무 조항 때문일 수 있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노인요양공동생활

의 입소정원은 법규로 9명 이내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9명 가까운 수준에 머물러 있다. 

주･야간보호시설 1시설당 입소정원은 2020년 전년 대비 7.1% 증가하는 등 매년 큰 폭으

로 증가하고 있다. 소유권 확보 없이 임대차 계약으로 설치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일 수 

있다고 판단된다. 

단기보호시설 1시설당 입소정원은 규모가 작고 해마다 시설수의 등락을 보여 규모의 확

대를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표 Ⅲ-7> 참조).

59)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제29조 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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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7> 우리나라 장기요양기관 1시설당 입소정원 현황 및 증가율
(단위: 명, %)

종류 세부 유형 2016 2017 2018 2019 2020
연평균
증가율

노인의료
복지시설

소계
32.5 32.6 33.5 34.5 35.5 -

- 0.3 2.9 2.9 2.8 2.2

노인요양시설
47.8 47.2 47.4 48.4 48.5 -

- -1.4 0.5 2.2 0.1 0.4

노인요양공동생
활가정

8.8 8.7 8.8 8.7 8.9 -

- -1.9 1.9 -1.4 2.7 0.3

재가노인
복지시설

주･야간보호
21.9 23.8 25.8 29.2 31.3 -

- 8.7 8.3 13.4 7.1 9.4

단기보호
9.9 12.1 11.3 9.5 13.1 -

- 21.5 -6.0 -15.8 37.3 9.2

자료: 보건복지부(a)

2) 일본

가) 규모 기준

일본에서 영리법인이 입소시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은 

「특정시설입주자생활개호」시설이다. 여기에는 유료노인홈, 저비용노인홈이 포함된다. 유

료노인홈에는 개호형, 주택형, 건강형(혹은 서비스형) 세 종류가 있다. 이 중에서 건강형

은 개호가 필요 없는 사람들이 입소하므로 본 보고서에서는 설명을 제외한다. 

개호형유료노인홈은 일상생활지원, 신체활동지원 및 간호서비스 모두를 제공한다. 개호

형유료노인홈의 지정요건은 입소서비스 사업자와 개호(일상생활지원, 신체활동지원) 및 

간호 사업자가 동일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개호형유료노인홈의 지정요건은 입소서비

스와 개호 및 간호 등의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지 여부에 있기 때문에 입소서비스 사

업자와 개호 및 간호 사업자가 다르더라도 양자가 위탁 관계가 있고, 경영상의 일체성이 

인정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개호형유료노인홈으로 지정된다. 

개호형유료노인홈은 입소정원 규모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 개호유료노인홈의 정의는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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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인원의 많고 적음에 의한 기준은 두고 있지 않다. 1명을 상대로 입소서비스와 개호 및 

간호 등 서비스를 제공하면 개호형유료노인홈으로 분류된다. 2006년 이전에는 “10명 이

상”이라는 기준이 있었지만, 2006년 개정에 의해 이 조항은 삭제되었다.60) 

주택형유료노인홈은 일상생활지원서비스만을 제공한다. 신체활동지원 및 간호서비스는 

제공하지 않는다. 그런데 입소자가 필요한 경우 신체활동지원 및 간호서비스를 외부로부

터 제공받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주택형유료노인홈은 개호형유료노인홈과 동일한 서비

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주택형유료노인홈은 정원 29명 이하 규모로 운영되

고 있다. 작은 규모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가 설계되어 있는 것이다. 

나) 1시설당 입소정원 현황

일본 1시설당 유료노인홈 입소정원 규모는 최근 4년간 일정하다. 개호형유료노인홈은 60

명 수준이고 주택형은 29명에 머물러 있다. 이 통계는 실제로 등록한 사업소의 정원을 조

사한 자료이다(<표 Ⅲ-8> 참조). 

참고로 특정시설입소자생활개호에 속하는 저비용노인홈(케어하우스)(41명) 및 치매대응

형공동생활개호(그룹홈)(15명)의 경우도 정원규모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

<표 Ⅲ-8> 일본 고령자 주거･시설 1시설당 입소정원 변화
(단위: 명)

연도

유료노인홈

저비용노인홈
(케어하우스)

치매대응형
공동생활개호

(그룹홈)개호형 주택형
개호관련 

유료노인홈
(서비스형 제외)

2019 60 29 38 41 15

2018 61 29 37 41 15

2017 61 29 36 41 15

2016 61 29 36 41 15

2015 61 28 36 42 15

자료: 社保審－介護給付費分科会(2020. 7. 8)

60) 社保審－介護給付費分科会(2020.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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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비교 평가

우리나라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일본의 개호보험제도는 공통으로 영리기업뿐만 아

니라 공공기관 및 민간비영리조직 등 다양한 주체가 자유롭게 장기요양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공 부문이 필요한 장기요양시설을 모두 설치할 수 없었기 때문이

다. 그리고 기업 간 경쟁 유도라는 시장원리를 도입하면 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61)

우리나라와 일본의 차이점 중의 하나는 규모에 따른 규제의 차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

라는 노인요양시설(일본의 개호형유료노인홈)에 대해서 규모별 규제의 정도가 다르다. 정

원 30명 이상의 규모를 가진 민간 노인요양시설은 시설 설치자가 토지 및 건물을 소유하

여야만 하는 강제 조항의 적용을 받고 있고, 정원 30명 미만의 규모를 가진 노인요양시설

은 그렇지 않다. 정원 30명 이상 규모의 시설 설치를 어렵게 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2020년 노인요양시설의 1시설당 입소정원은 48.5명으로 전년 대비 0.1% 증가하여 규모

의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없다. 

우리나라 재가노인복지시설은 그러한 강제 조항을 두고 있지 않다. 재가노인복지시설은 

규모의 확대가 용이한 법적 환경에 놓여있는 것이다. 실제로 재가노인복지시설에 속하는 

주･야간보호시설은 1시설당 정원규모가 7.1% 증가하여 규모의 확대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은 규모의 차이에 따른 규제의 차이를 찾아보기 어렵다. 2006년 개정한 일본 노인복

지법은 개호형유료노인홈의 정원 요건을 폐지(10인 이상 요건 폐지)하였다. 개호형유료노

인홈은 규모에 관계없이 그리고 시설의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설비를 갖추고 개호서비스

를 제공하면 사업자 지정을 받을 수 있다(<표 Ⅲ-9> 참조).62) 

그리고 방문개호사업소의 경우를 예를 들면, 심지어 사무실, 설비 및 비품 등을 반드시 사

업자가 소유하고 있을 필요는 없고 대여 받고 있는 것으로도 무방하다.63) 

61) 三原 岳(2020f) 

62) 社保審－介護給付費分科会(2020. 7. 8)

63) サービス付き高齢者向け住宅研究所(2021. 9. 13 검색), 訪問介護･介護予防訪問介護事業所開設の法的要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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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9> 일본 유료노인홈 및 한국 노인의료복지시설 주요 시설기준 비교

일본 한국

개호형유료노인홈 주택형유료노인홈 노인의료복지시설

∙ 개호거실: 원칙 개인실, 개인 
정보 보호의 배려, 간호를 실
시 할 적당한 넓이, 지하에 마
련하지 않는 등

∙ 임시간호실: 간호를 위해 적당
한 넓이

∙ 욕실: 신체부자유자가 목욕하
는 데 적합한 것

∙ 화장실: 거실이 있는 층마다 
설치하고 비상설비 갖춤 

∙ 식당, 기능훈련실: 기능을 충
분히 발휘할 수 있는 적당한 
넓이

∙ 시설 전체: 이용자가 휠체어로 
원활하게 이동 할 수 있는 공
간과 구조

∙ 법령상의 규정은 없지만, 표준
지도 지침(국장통지) 이용

∙ 지침: 일반거실, 개호거실, 임
시간호실은 개인실 원칙, 입주
자 1인당 바닥 면적은 13 평
방미터 이상 등

∙ 노인요양시설: 입소정원 10명 
이상(입소정원 1명당 연면적 
23.6㎡ 이상)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입소정
원 5명 이상 9명 이하(입소정원 
1명당 연면적 20.5㎡ 이상)

∙ 시설의 구조 및 설비는 일조･채
광･환기 등 입소자의 보건위생
과 재해방지 등을 충분히 고려
해야 한다.

∙ 복도･화장실･침실 등 입소자가 
통상 이용하는 설비는 휠체어 
등이 이동 가능한 공간을 확보
해야 한다.

∙ 한국의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에 관한 특례와 같은 규정
을 찾아보기 어려움 

∙ 한국의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
에 관한 특례와 같은 규정을 
찾아보기 어려움

∙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에 관한 
특례: 
가. 시설 설치자는 시설을 설치

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을 확보해야 하고･･･

나. 입소자 30명 미만의 노인
요양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요
건을 갖춘 경우 타인 소유
의 토지 및 건물을 사용하
여 설치할 수 있다. 

자료: 1) 社保審－介護給付費分科会(2020, 7. 8)

https://www.mhlw.go.jp/content/12300000/000648154.pdf

2）「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제22조 제1항 관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