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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검토의견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과 일본 개호보험은 도입 당시부터 장기요양서비스의 수급자

가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 체계로 설계되었다(<그림 Ⅲ-1>, <그림 Ⅲ-2> 참조). 그

리고 수급자가 장기요양서비스의 양 및 종류를 이용한도 범위 내에서 선택하는 것이 가능

하도록 하고 있다. 두 나라의 제도는 선택의 기회가 주어지고 있다는 면에서 소비자 중심

의 제도라고 할 수 있다.76)77) 

그런데 우리나라 장기요양서비스는 선택의 폭이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다. 방문급여서비

스는 신체활동지원(배설, 식사) 및 일상생활지원(조리, 세탁, 청소), 방문목욕지원, 간호서

비스만을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입소시설서비스의 비급여서비스 종류도 극히 제한적이

어서 사실상 ‘식사재료비’,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이･미용비’만이 허용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서비스 내용이 부족하다는 수급자 불만이 있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현

상일 것이다.78)79) 장기요양서비스 범위의 확대를 통한 소비자 선택 범위를 확대할 필요

가 있다. 

[재가비급여서비스 확대] 현재의 방문급여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추가적인 서비스를 비급

여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일본은 규제개혁추진회의가 규

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방문서비스의 비급여 범위 확대를 제안하였다. 수급자들이 제한된 

방문서비스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8년도부터 정부와 동경도는 토시

마구(豊島区)에서 ‘혼합개호’ 시범사업(사업명, “선택적 개호”)를 실시하고 있다. 이것은 

76) 우리나라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도입되기 이전에는 행정기관이 극히 일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였음. 행정기관이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기 보다는 주로 민간 비영리사회복지기관에 위탁하면서 보조금을 지

원하는 구조였음. 서비스의 수급자격 심사 및 비영리사회복지기관 선택은 행정기관에 의해 이루어졌고 서비스 종

류 결정 등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영리사회복지기관에 의해 이루어졌음. 이러한 구조하에서 비영리사회복지기관

은 독점적인 서비스 공급자로서 존재하였고, 서비스 이용자는 아무런 선택권이 없어 인권을 존중받지 못할 수 있

는 상황이었음(김지미 2017)

77) 개호보험제도 도입 이전에는 우리나라와 같이 주로 저소득층에게 개호서비스를 행정조치(措置) 방식으로 제공하여 

수급자의 선택권이 배려되고 있지 않았음(김지미 2017)

78) 三原 岳(2020b)

79) 강성호･김혜란(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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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품 이외의 쇼핑’, ‘애완 동물관리’, ‘정원 청소 및 거실의 정리’, ‘전자 기기의 작동 확

인’, ‘동거 가족의 식사’ 등 현재 방문개호에 적용되지 않는 서비스를 방문개호와 함께 제

공하는 것이다. 혼자 거주하는 노인, 노부부만 거주하는 노인들이 건강한 시기의 일상생

활을 연장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주･야간보호서비스 확대] 일본은 개호보험 급여서비스의 하나로 야간대응형방문개호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기관이 2017년 221개소에서 2019년 228개소

로 늘어났다(<표 Ⅲ-6> 참조).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이와 같은 서비스를 급여항

목에 포함하거나 재정이 부담스러운 경우 장기요양기관이 주･야간보호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여 비급여서비스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고려해볼 만 하다. 주･야간보

호서비스 이용자가 주간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보장하는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이용하

고 야간에는 야간대응형방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주･야간보호서비스 

이용자가 자택으로 귀가한 후에 요청 시 혹은 이상 징후가 있을 시 서비스를 제공하면 요

양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혼자 거주하는 노인, 노

부부만 거주하는 노인의 경우 유용한 서비스가 될 수 있을 것이다. ICT 기기 등을 이용하

면 모니터링이 가능하여 효율적 관리가 가능할 것이다. 노인요양시설은 법적으로 재가서

비스를 병행하여 제공할 수 있다. 

[터미널 서비스 제공] 일본의 개호형유료노인홈이 터미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례

는 우리나라가 참조할 만 하다. 동경해상일동베터라이프서비스의 개호형유료노인홈에서

는 임종에 임박한 사람의 약 80%가 터미널 케어를 받고 있다.80) 그리고 약 3분의 1은 희

망에 의해 홈 내에서 장례를 집행하였다. 자신의 방에서 끝까지 지낼 수 있어서 입소자들

은 안심하고 지낼 수 있게 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중대형 노인요양시설 확대] 우리나라는 중대형 노인요양시설이 확산될 수 있도록 제도적

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다양한 인력이 배치되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

는 적정 규모 이상의 장기요양기관이 증가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81) 그런데 제Ⅲ장

에서 조사한 바와 같이 현행제도는 적정규모 이상의 노인요양시설이 증가하는 것을 장려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정원 30인 이상 노인요양시설 설치자가 토지 및 건물을 소유하

여야만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의 SOMPO케어는 

80) 大手事業者の施設特集, 東京海上日動ベターライフサービス株式会社(2021. 11 검색) 

    https://www.sagasix.jp/theme/major/hyldemoer

81) 보건복지부(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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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도시지역에서 정원 50~60명 규모의 유료노인홈을 확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시

설의 확보 방법은 매매 혹은 임대차 둘 다 가능하다. 임대차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면 중

대형 노인요양시설이 확산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SOMPO케어와 동경해상일동베터

라이프서비스 사례를 보면 이들은 중대형 시설을 갖추고 다양하고, 전문적이며, 종합적인 

방법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중대형 노인요양시설이 확산되면 양질의 서비스가 제

공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소비자가 원하는 서비스 그리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한 

층 더 소비자 중심 제도로 빛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