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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노인 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이로 인한 복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여
러 국가에서 장기요양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제도가 시행된 지 올해로 10년이
되었다. 노인 인구 돌봄을 사회화하여 계획적이고 전문적인 요양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졌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으며, 시행 이후 혜택의
대상 범위와 급여 수준을 꾸준히 확대해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공적 제도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노인 돌봄의 영역에서
가족의 역할이 여전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또한 최근에는 노인이 자신의 가정 혹은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서
비스를 제공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Aging in place’가 장기요양의 중요
한 가치로 중요시되는 상황이다. 생활 전반과 긴밀히 연결된 장기요양
서비스의 특성을 고려하면, 이와 같은 변화는 배우자나 자녀와 같은 가
족 구성원의 필요성을 확대시키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필요성에도 불구
하고 핵가족화와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 등의 사회적 변화로 인해 가족이
돌봄을 제공하는 데 환경적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이를 배경으로, 계속
해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공식 요양 제공자에 대해 어떠한 방향으
로 정책적 접근이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모색하기 위해 독일과의 제도 비
교연구를 수행하였다.
먼저 두 국가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전반적인 구조와 특징을 비교하고,
이를 토대로 비공식 요양 제공자 지원정책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비교한
후 각 정책적 특성이 제도 전체에 주는 영향 및 파생되는 제도적 차이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제도 분석의 틀은 Gilbert and Terrell의 복지정책
분석틀을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두 국가의 장기요양보험제도는 대상의 범위나 급여의 수준
등 여러 측면에서 차이를 보였고, 특히 연구의 초점인 비공식 요양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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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지원정책에서는 차이점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그중에서도 가장 큰
부분은 재정적인 측면으로, 현금급여 정책의 유무 등으로 인해 독일의
경우 비공식 요양 제공자 지원에서뿐만 아니라 장기요양보험제도 전체
차원에서 더 적은 비용으로 더 많은 대상자에게 혜택을 제공하여 효율성
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나타났다. 또한 비공식 요양 제공자가 돌봄 노동
의 대가로 사회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여 노후소득을 보장하
는 등,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비용을 낮추고 있다. 이에 비해 한
국의 경우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된 기간이 길지 않고, 비공식 요양
제공자에 대한 정책적 접근이 아직 활발히 논의되지 못한 단계임을 알
수 있었다.
분석 결과를 통해 한국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비공식 요양 제공자 지
원과 관련하여 몇 가지 정책적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첫 번째로, 무
엇보다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체계에서 비공식 요양 제공자의 역할을 어떻
게 인식하고 정책적 접근을 해나갈지 방향과 목표를 명확히 해야 한다.
이와 함께 구체적 정책 차원에서는 현금급여 원칙에 대해 재논의할 필요
가 있으며, 비공식 요양 제공자들이 돌봄 부담으로 인해 사회안전망에

마련해야 한다. 마지막으
로는 상담 서비스 등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정책의 세부 내용을 개선하
적절히 대비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응할 방안을
고 대상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령

계속되는 고 화로 인해 장기요양에 대한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

므

되 로, 여전히 큰 역할을 차지하는 비공식 요양 제공자에 대한 정책적

질 것이다. 이 연구는 제도 전반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보완되어야 한다는 한계가 있지만,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

대응 필요성도 커

세부사항들이
영하고있는 선험국 독일과의 비교를 통해 한국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필요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주요어 : 노인장기요양보험, 수발보험, 비공식돌봄(요양)제공자
학 번 : 2016-24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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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 배경 및 연구 목적
령 세계 2차 대전 이후 산업화된 많은 국가에서 나타나고
있는 전 세계적인 사회 현상이다. 우리나라 역시 2000년을 기점으로 고
령화율이 7%를 넘어서는 고령화사회가 되었고, 올해 2018년에는 고령화
율 14% 이상의 고령사회로 진입한다. 또한 2025년에는 고령화율이 20%
를 넘어서면서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전 세계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인구고령화 현상이 한국에서 유독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가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르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고령화에 있어 최단기간, 최대속도의 기록을
가지고 있는 일본의 경우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진입하는 데 25년
이 소요,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넘어가는 데 10년이 소요되었다. 하
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진입하는 데 걸린 기
간은 그보다 짧은 18년에 불과하다. 한국의 인구고령화율은 계속 상승하
여, 2060년이 되면 일본을 앞설 것으로 예상된다(이윤경, 2017).
이러한 사회 변화에 따라, 급격하게 늘어난 노인 인구에 대한 복지 수
인구고 화는

요를 충족하기 위한 제도 중 하나로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따라 거동이 불편한 사람에 대해 신체 활
동이나 일상 가사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주는 제도이다(노인장기요양
보험 홈페이지). 이는 전통적으로 가족이 부담하는 영역으로 여겨지던
부분이 핵가족화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 등의 사회 변화로 인해
사회적, 국가적 책무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미 고령화의 문제점
을 겪고 있던 여러 선진국에서도 장기요양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장기요양보험제도는 노화 등에

한국도 2008년에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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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럼 급속한 노인 인구의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도입된 장기요양보
험제도가 2018년 올해로 시행된 지 10년이 되었다. 2008년 7월 도입 이
후로 여러 차례 개정을 통해 등급조정 등 혜택의 범위가 대폭 확대되었
고, 이에 따라 더 많은 수급자가 서비스를 제공받고있다. 노인 인구 부양
이

에 있어 계획적이고 전문적인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

진

6)

긍정적인 평가도 있으며 정영 , 201 , 이는

합

부 하는 결과이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 평가

애초 제도의 도입 목적에도

외에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점들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노인 돌봄의 영역에서 가족의 부담이 여전히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본

기 적인 목적이 돌봄의 책임을 사회화하는 것임을 고려하면 더 중요하

호

진

게 다루어져야 할 부분이다. 요양보 사 자격을 가

가족이 장기요양

호
형태가 한국에서 특수하게 나타
났다는 점, 그리고 부모 부양이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다는 점 등에서
수급자를 돌보는 가족인 요양보 사라는

여전히 한국의 장기요양 영역에서 가족의 역할을 배제하기 어려움을 알

럽 등을 비롯하여 전반적으로, 노인이 자신의 가정 혹

수 있다. 또한, 유

은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Aging in
place’가 장기요양의 중요한 가치로 논의되고 있다.

착

개인의 생활 전반과

밀 되어있는 장기요양 서비스의 특성을 고려하면, 이와 같은 변화는 배

욱 확대시키게 된다. 이

우자나 자녀와 같은 가족 구성원의 필요성을 더

러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현대 사회는 가족 구조는 점점 더 핵가족화,
분절화되고 있으며,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 및 자녀 수의 감소 등으

로 인해 가족이 돌봄을 제공하기에 더 어려운 환경이 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제도적

체계에서 노인 돌봄에 대한 가족의 역할과 이를 지원하는 정책에 초점을

랜 기간 공적 장기요양보험제도를 운영

맞추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오

하고있는 독일과의 비교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독일은 최초로 사회보

킨 국가이면서 동시에 가족에

험 방식을 통해 장기요양 제공을 사회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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큼 독일에서는 비공식
요양 제공자에 대한 지원책도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 서유럽 복지국가의
경험에 비추어 보아 한국 역시 돌봄에 대한 가족의 역할이 쉽게 축소되
의한 비공식 돌봄 비중이 큰 국가이며, 또한 그만

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독일과의 비교연구는 비공식 돌봄과
관련하여 한국에 필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제 2 절 연구 문제
이 연구에서는 장기요양보험제도 체계에서, 가족으로 대표되는 비공식
요양 제공자에 대한 지원정책에 초점을 맞추어 한국과 독일을 비교, 분
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지원정책은 제공되는 제도의

집행체계 및 급여의

형태, 재정적 이슈 등 여러 측면과 연관되어 있으므로, 이를 다각적인 차
원에서 파악하기 위해 Gilbert and Terrell의 사회복지 분석틀을 사용할
계획이다.

위의 연구 목적을
다.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

첫째, 한국과 독일의 장기요양보험제도가 각각 어떠한
고 있는지 제도 전반에

형태로 운영되

걸쳐 유사점과 차이점을 분석·비교한다.

둘째, 국가별로 시행하고 있는 비공식 요양 제공자 지원정책의 내용과
정책적 맥락을 분석·비교하고, 이를 토대로 한국에 필요한 정책적 시사
점을 도출한다.
첫 번째 단계는 두 국가의 장기요양보험제도 전반의 구조와 특징을

비교하기 위한 것이며, 이러한 제도 전체를

바탕으로 두 번째 단계에서

는 연구의 초점인 비공식 요양 제공자 지원정책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
다. 각국 장기요양보험제도 체계에서 비공식 요양 제공자 지원정책이 서
로 어떠한 유사점과 차이점을

갖고 있는지 파악하고, 이러한 정책적 특

성이 장기요양보험제도 전체에 주는 영향과 파생되는 제도적 차이를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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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하려는 목적이다. 독일은 비공식 요양 제공 자원의 활용 및 지원책을

선진적으로 잘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독일 제도와의 비교를 통해 한
국에 필요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두 연구 문제의 분석에서 사용할 Gilbert and Terrell의 분석틀은 정책

선택의 차원을 할당, 급여, 전달 체계, 재정의 네 가지로 나누고 있으며,
각 차원에서 두 국가의 장기요양보험제도의 특성을 살펴볼 것이다. 또한
비공식 요양 제공자 지원정책 분석에서는 Twigg and Atkin의 연구를
바탕으로, 여러 정책들을 돌봄 부담 완화, 수급자를 통한 간접적 지원,
국가 차원의 세 범주로 나누어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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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배경
제 1 절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념
1.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개념 및 도입 배경

(Long-term Care)란 OECD의 정의에 의하면 “장기간 일상생
활을 독립적으로 영위할 수 없는 사람, 특히 신체적 혹은 정신적 장애를
일으키는 만성 질환을 가진 노인들에게 필요한 광범위한 사회적 지원 서
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한국이 장기요양제도를 도입한 2008년을 기
준으로 전체 OECD 국가 인구 중 2.3%가 장기요양제도의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OECD, 2008). 1995년 최초로 장기요양제도를 사회보험
화한 독일을 시작으로 현재 여러 나라에서 장기요양제도를 시행하고 있
는데, 국가별로 제도의 명칭이 조금씩 다르게 사용되고 있다. 독일에서는
수발보험, 일본에서는 개호보험이라고 지칭한다. 한국에서는 처음 제도를
도입할 때 노인수발보험제도라는 명칭이 후보로 고려되었으나, 많은 논
의를 거친 후 최종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로 확정되었다. 다른 국
가들의 제도 명칭과는 달리 한국의 경우 “노인”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제도 수립 시 주된 대상을 노인 등으로 설정함에 따른 것
장기요양

이다.

“ 령

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 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
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로 정의된다(노인장기요양보험 홈
페이지). 이 제도의 도입을 통해 한국에서도 기존에 가족, 친지 등 사적
영역의 의무로 인식되었던 요양의 부담이 사회적·국가적인 책무로 인식
일상생활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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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음

되기 시 하였 을 알 수 있다.
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되는 배경으로 가장 대표적인 요인은 인구의

령

세계적으로 많은 국가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으로, 장
기요양보험제도도 고령화로 인해 증가하는 노인 인구 부양의 문제에 대
응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1995년 세계 최초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속적인 사회적 간병과 보호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장치
로서 수발보험을 도입한 독일의 경우에도 고령화와 가족 구조의 기능 약
화가 그 배경이 되었다. 독일 연방 통계청에 따르면, 독일이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7%를 넘는 고령화사회로 접어든 것은 이미
1932년의 일이었고, 1974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14%를 넘는 고령사회
에 진입하였다(최낙관, 2007). 노인 인구의 증가에 따라 독일 사회는 의
료 서비스와 요양 관련 사회적 서비스의 수요가 증가하게 되었다. 종래
고 화이다. 이는

이러한 요양 부문의 의무는 가족, 특히 여성에게 부과되는 것이 일반적
이었지만, 사회가 점차 핵가족화되고 여성이 경제활동에

진출하는

것이

작동하지 않게 되었다. 이
러한 상황에서 기존에 가족이 부담하던 요양의 책임을 국가가 맡아야 한
가속화되면서 더 이상 가족의 전통적 기능이

다는 인식이 등장하게 되었고, 이것이 독일의 수발보험 도입의 배경인
것이다. 독일과

마찬가지로, 일본

령

또한 고 화로 인한 문제에 대응하기

본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중은 1970년에 전체 인구의 7.1%를 넘으면서 고령화사회로, 1994년에
는 14.1%로 고령사회로, 그리고 2006년에는 20%를 넘어서면서 초고령사
회로 진입하게 되었다(심우창, 2017). 이렇게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노인
의료비가 증가하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1980년대 말부터 논의를 시작
하여 2000년 4월 보건의료와 개호, 복지서비스를 연계하여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개호보험을 도입하였다.
한국 또한 인구 고령화의 문제에서 예외가 아니며, 한국의 고령화 속
도는 2060년이 되면 세계 최고 수준인 일본의 속도를 앞설 것으로 예상
되는 상황이다. 평균 수명의 연장과 함께 자녀에 대한 가치관 변화, 보육
위한 목적으로 장기요양보험을 시행하였다. 일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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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

및 교 문제 등으로 인해

령

출산율도 세계 최저 수준을 기록하면서 한국의

고 화가 급격히 가속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응하기 위한 일환으로

5 7월

정부는 200 년

업

작

1차 시범사 을 시 으로 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

립 생활을 지

보험제도를 시행하게 되었다. 정부는 이를 통해 노인의 자

감

병

료

원하고 가족의 부담을 경 시키며, 노인 간 비와 의 비 문제에 대응하

매

풍 등 간병과 요

고자 하였다. 특히, 노인 인구의 증가로 인해 치 나 중

양을 필요로 하는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상황인 데 반해, 핵가족화

참여 증가 등으로 인해 기존에 그 역할을 담당해오
던 가정의 기능이 약화되어 이를 감당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따라 장
기요양 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욕구를 국가의 책무로 인식할 필요성이 더
욱 커진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의 초점인 비공식 요양 제공자와 관련해서는, 돌봄
의 사회화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장기요양에 있어 가족이나
친구의 역할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가족주의적인 특성을 갖
는 몇몇 유럽국가의 경우 가족과 친척의 요양 제공이 상당한 부분을 수
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 따라 비공식 요양 제공자에 대한 여러 지
와 여성의 경제활동

원정책들을 운영하고 있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형태
달

갖고 있던 기존의 사회
보장 및 건강보장체계와의 연관성과 역사성(path dependence)의 차이로
인해 각각 다른 유형을 보이는데, 이는 복지국가의 철학과 유형(regime)
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권순만, 2003). 이는 크게 독립 사회보험 방식, 조
세 방식, 건강보험 통합 방식 세 가지로 나누어질 수 있다. 여기에 공적
부담이 아닌 민간의 재원으로 운영되는 민간보험 방식을 더해 총 네 가
지 유형으로 장기요양보험제도를 분류할 수 있다.
먼저 독립 사회보험 방식은 다른 사회보장제도와 독립된 사회보험 형
장기요양보험의 공적 재원 조 은 각 나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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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의 장기요양

(채수만,

보험제도를 가지고 있는 방식을 의미한다

)

2008 .

건강보험제도에 의해 요양서비스를 제공받도록 되어 있으

많은 국가들이

나, 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은 국가 재정에 부담을 가중시키는

별도의 사회보험으로 독립시켜 운영하
는 것인데, 대표적인 국가로 독일과 일본이 있다. 특히 일본의 경우 노인
의료비의 증가로 인한 건강보험의 재정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독자적인
장기요양보험을 분리한 것이 제도 도입의 이유 중 하나로 작용하기도 하
였다(류성경, 2004). 한국의 경우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과 관련된 운영
체계가 건강보험에 통합되어 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운영의 효율
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는 장기요양보험
료를 재원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 독립적으로 운영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경우는 실질적으로 독립 사회보험 방식을 따른다고 볼 수
요인이 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있다.

음

세

다 으로 조

방식의 경우,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을

달
형태이다. 조세 방식에서는 주
로 일반 조세로 중앙정부의 보조금 형태, 그리고 일부 지방세와 사용자
부담으로 재원이 구성되며, 대표적으로 스웨덴과 영국이 이 방식을 채택
하고 있다. 특히 스웨덴의 경우 사회복지의 재원과 서비스 제공에 있어
서 정부의 역할을 크게 강조하는 사민주의 복지국가 전통에 따라, 지방
세와 정부 보조금이 재원의 90%를 차지하며, 장기요양에서 공적 서비스
의 제공이 95%에 이르는 등 국가의 역할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최
은영·강은주, 2005).
건강보험 통합 방식은 건강보험 재정을 통해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
하는 형태이다. 이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로는 프랑스와
네덜란드가 있다. 프랑스에는 자립수당제도(APA, Allocation Personnalisee d’Autonomie), 네덜란드에는 특별의료비보장제도(AWBZ, Exceptional Medical Expenses Act)가 각각 존재하는데, 이를 별도의 장기요양보
험으로 판단하기도 한다. 하지만 주된 재정이 건강보험에 통합되어 있다
국가의 재원과 전 체계를 통해 제공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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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통합 방식으로 분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앞서 설
명했듯이, 한국의 경우에 표면적으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건강보험에
속해 있어 건강보험 통합 방식으로 보이지만, 운영 등 실질적으로는 독
립 사회보험 방식으로 분류된다.
마지막으로 민간보험 방식의 경우, 공적 기관이 아닌 가족, 시장과 같
은 민간의 재원과 전달체계를 통해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서, 대표적인 국가로 미국이 포함된다. 미국의 경우 65세 이상 노인에게
사회보험 형태의 메디케어(Medicare)와 공공부조 형태의 메디케이드
(Medicaid)를 통해 공적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사회보험
재정의 한계로 인해 많은 노인들이 민간보험의 요양서비스를 이용하고
는 점에서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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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관련 선행 연구
장기요양보험제도 및 비공식 요양 제공자와 관련된
국가 간 제도를 비교·분석한 비교연구와

춘 연구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선행 연구는 크게

개별 국가의 제도에 초점을 맞

례

1. 국가 간 비교연구 사

내

국 에서 수행된 국가 간 비교연구들은 대부분 한국이 제도를 도입할

당시에 이루어진 것으로, 제도의 성공적인 도입과 시행을 위해 선험 국
가들로부터 시사점을 얻기 위한 목적이었다. 많은 경우 독일과 일본을
비교 대상 국가로 삼았지만, 네덜란드나 영국, 스웨덴 등 다른 OECD 국
가들과 비교한 연구도 수행되었다.

김찬우(2006)의 연구에서는 OECD 국가 중 독일, 스웨덴, 네덜란
드를 대상으로 통합적인 장기요양체계를 비교 분석하였다. 이 국가들은
의료와 사회복지 영역 간의 결합 등 통합적 요양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재정, 행정 및 관리, 조직, 서비스 전달체계 등의 부분에서
동시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에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이인호(2006)의 연구에서는 일본과 독일의 장기요양보험제도를 비교하
였다. Gilbert and Terrell의 분석틀을 이용하여 대상, 급여, 전달, 재원의
네 가지 체계를 기준으로 제도 전반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 연구
에서는 일본과 독일의 제도 비교를 통해, 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가 참고해야 할 시사점으로 보험료 차등화 등의 재원 확충, 수급 인정
기준의 명확화, 재가/예방 중심 서비스로의 개편 등을 제안하였다.
석재은(2006)은 장기요양보험 중 현금급여 정책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먼저

국가 간 비교연구를 수행하였다. 장기요양보험을 시행하고 있는 여러 국
가에서 현금급여와 관련된 정책은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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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로 나타나는데, 이 연구에

네덜란드, 프랑스,

례
특성과 제도 전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각 국가
의 사회문화적 맥락에 따라 현금급여 정책이 도입되는 과정에서 비용억
제보다는 서비스 이용자와 가족 수발자 및 서비스 제공자의 시민권적 선
택권이 강조되기도 하고, 반대로 비용억제적 노력이 보다 더 강조되기도
서는

탈

독일, 이 리아의 사 를 통해 현금급여 정책의

하였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김미혜·이석미(2007)는 현금급여와 가족 수발자를 중심으로 독일과 네
덜란드의 장기요양제도를 비교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정책 의도에
따라 제도의 설계 및 운영 면에서 국가별로 현금급여의 특성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현금급여는 수급자의 선택권 확대 및 만족
도 제고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며, 현금급여 방식 자체가 복지비용을 증
가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즉,

현금급여 제도를 운영하는가에

오히려 현금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따라

어떠한 정책적 목표를 가지고

축소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이 연구의 독일과 네덜
란드 또한 현금급여를 통해 복지비용을 축소시키려는 목적이었다는 점을
복지비용의

연구 결과로 제시하였다.

남현주(2009)는

트

독일, 오스 리아, 영국

세

국가의 장기요양보험에서

비공식 수발자들을 위한 정책적 지원에 관한 비교연구를 수행하였다. 각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는 비공식 수발자 지원정책을 비교하고, 국가 간

온 이념적 배경과 원인에 대해 논의하였다. 연구 결과 이러
한 사회정책적 지원 방안은 해당 국가가 속한 복지국가 유형, 그리고 그
에 따른 사회복지체제 및 장기요양시스템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를 통해 우리나라가 참고할 시사점으로, 우선
차이를 가져

비공식 수발자에 대한 인식과 이를 지원함에 있어서 국가의 정책적 의도

론

를 담 화하고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점을 제안하였다. 이와 함께,

외부요

인으로서 비용 문제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며, 연구 대상 국가들에서

난 현금급여의 장점이 우리나라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신중한 접근과

나타

충분한 과정이 필요함을 함께 이야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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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2011)은 독일, 일본의 노인장기요양보험과의 비교를 통해, 시행

나용

초기 한국의 장기요양보험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시사점을 제시하

별 불균형 문제에
대한 해결책 모색, 이용자의 본인 부담 감소, 전문 인력의 확보를 위한
방안 구체화, 그리고 재정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였다. 이 연구에

따르면

한국은 장기요양기관의 지역

하였다.

권나경·이진숙(2015)은 유럽 국가들을 대상으로 돌봄 레짐별로 비공식
돌봄 제공자 지원정책이 어떠한 특성을 가지는지 분석하였다. 돌봄 레짐
은 국가중심, 가족중심, 노인선택 세 가지로 구분하고 비공식 돌봄 제공
자 지원은 재정 지원, 시간 지원, 서비스 지원 세 가지로 구분하여 분석
을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 이탈리아를 제외한 모든 유럽 국가들에서 세
가지 지원정책이 모두 발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한국에서도
가족의 돌봄을 공적 서비스가 완전히 대체하기 힘들 것으로 예상되는 상
황에서, 가족주의적이고 돌봄의 제도적 수준이 낮은 유형에 가까운 우리
나라는 좀 더 적극적인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하였다.
박광덕(2017)은 노인장기요양 기관의 서비스 질에 관한 국제 비교연구
를 수행하였는데, 연구 대상 국가로 한국과 핀란드를 선정하였다. 한국의
장기요양기관 서비스 질 관리의 문제점으로 정부규제와 평가체제가 질
관리가 아닌 규제 중심으로 편중되어 있다는 점, 운영 주체인 국민건강
보험공단에 의한 평가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 현행 평가체계가 장기

본질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고객 중심의 평가가 결여되
어있다는 점을 들었다. 핀란드의 사례를 참고하여, 서비스의 질을 판단하
는 과정에 사용자를 포함시키고 시설기관의 자체 평가를 강화하도록 할
것,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들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시행할 것,
가족 등의 비공식적 돌봄 제공자의 비중과 권한을 강화할 것 등을 개선
요양기관의

책으로 제시하였다.

김지미(2017)는 장기요양서비스의 시장화 정책을 중심으로 한국과 일
본을 비교하였다. 양국 정부가 추진한 서비스 시장화 개혁의 배경과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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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과잉 및 과당경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과 규제가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 서비스 질 확보를 위해 케어매니지먼트 제도와
과 을 비교·분석한 결과, 한국에서는 장기요양서비스 시장에서의 공급

같은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지원하는 체계적인 장치가 필요한 점, 영

업

거 진입으로 인해 요양보호사 인력의 노동조건 악화 문제를

리기 의 대

개선해야 한다는 점 등을 시사점으로 제시하였다.
Courtin et al.(2014)은 유럽연합 국가들을 대상으로 각 국가에서 시행
중인 비공식 돌봄 제공자 지원정책을 분석하였다. 다양한 형태의 지원이
비공식 돌봄 제공자의 부양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으나, 국
가별로 편차가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가장 주된 형태의 지원책은 현금
급여와 같은 재정적인 것이었으며, 다음으로 단기 보호나 돌봄 교육 서
비스 등이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비공식 돌봄에 대
한 수요와 제공

음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평가하는 체계가 마련되어있

지 않 을 지적하면서, 돌봄 영역에서 필수불가결한 비공식 돌봄에 대해
더 많은 연구가 수행되어 적절한 지원정책이 고안되어야 한다고 이야기
하였다.

h s ( 4)
벨기에,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다섯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는 비공식 돌봄 제공자 지원정책
의 특성과 현황을 분석하였다. 대표적인 정책으로 현금급여나 수당과 같
은 재정적인 보상, 사회보장과 관련된 혜택, 단기 휴가나 상담 서비스 등
이 있었으며, 이러한 지원정책은 해당 국가가 처한 여건에 따라 상이하
게 나타났다. 연구에서는 기존의 지원정책이 가질 수밖에 없는 상충관계
(trade-off)와 그에 따른 문제점이 정확하게 평가될 필요성을 이야기하였
다. 이를 위해 우선 비공식 돌봄의 영역과 관련된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
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비공식 돌봄 제공자가 필요
로 하는 실질적인 지원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을 제언하였
Ant ieren et al. 201 의 연구에서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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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연구 사례

2. 국가

별

외 사례와 국내 사례로 나누어볼 수 있다. 국가 간
비교연구와 마찬가지로, 개별 국가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장기요양
보험제도 전반에 대한 논의를 한 경우와 서비스 질이나 제공 인력 등 제
국가

연구는 해

도의 특정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수행한 연구들이 있다.

외 국가의 제도를 다룬 연구에서는, 먼저 권순만(2003)은 한국의 장

해

기요양보험 도입을 위한 계획 단계에서 정책적 시사점을 얻기 위해 독일
의 수발보험 제도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독일 수발보험의 특징으

선택하여 비공식적 서비스 제공자에게 줄 수 있도록 하면
서 가족 기능을 유지하고자 노력한다는 점, 너싱홈(nursing home)과 같
은 요양 기관보다는 가정과 지역사회 중심의 요양에 중점을 둔다는 점
등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이 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도입할 때, 개인
로 현금급여를

의 책임 분담과 가족의 기능 유지, 비용 효과적인 장기요양 서비스의 활
성화 등을 고려해야 함을 제안하였다.

김욱(2005)

또한 독일의 수발보험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는데, 재정

질 검사 방식, 전반적인 현황 등을 기준으로 수발보
험 제도 분석한 바 있고, 2010년 연구에서는 2008년 수발보험 제도 개혁
의 주요 내용과 정책적 시사점에 대해 논의하기도 하였다.
오정림·Bode(2017)는 사회적 현대화의 관점에서, 국민 건강권에 대한
국가의 책임, 남녀평등, 사회 균등화를 중심으로 독일의 수발보험을 분석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요양 의무를 사회화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
안정화 방안, 서비스

전히 독일 사회에는 노인 돌봄이 가족의 책임이라는 사회적 가치관이 유

세

완

효하며 장기요양서비스의 전문화 추 에도 불구하고 아직 불 전한 수준

언급하였다. 이러한 사회적 현대화의 역설이 한국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현물 급여의 비중과 다소 높은 본인
부담금으로 인한 문제 등의 부분에서 발생하는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이라는 점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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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 ( 7)
터 최근까지 수행된 독일 수발보험 개혁 내용
을 수발강화법을 통해 분석하였다. 독일은 연방 차원의 입법을 통해 전
국민을 수발대상자로 상정하고 지속적으로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해오고
있으며, 수발서비스의 질 개선을 위해서도 노력해오고 있다. 독일의 변화
를 참고하여, 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도 대상자의 확대를 통해 보
호 범위의 보편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 독일과 달리 한국은 통일적인
서비스로 인해 경쟁이 상대적으로 약하므로 급여 수준의 충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점, 가족 수발자를 지원 및 소비자 주권의 향상,
최 관 201 은 2002년부

그리고 복지비용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현금급여의 도입을 고려해야 한
다는 점 등을 제안하였다.

음

내 제도를 대상으로 한 연구를 보면, 먼저 신혜정(2009)은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방식 중 현물급여와 현금급여 선택에 있어서 비공
식 가족 수발자들의 선호도를 조사하고, 적정 현금급여액을 추정하는 연
구를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 각기 다른 상황적 조건에서 비공식적 수발
자가 현금급여에 대한 선호를 보인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현금급여 도
다 으로 국

입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선우덕(2010)은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 이후 성과를 분
석하고, 정부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제도 개선의 방향을 이용자의 자립 지원을 목적으로 하도록 하고,
보편적 장기요양 현금급여 체계를 구축하여 시설 인프라 부족 문제에 대
응하고 비공식 케어 인력의 활성화를 통해 재정 지출 증가 억제를 도모
해야 한다고 하였다. 특히, 현금급여 방식은 본인일부부담금으로 인해 서
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거나, 대상자가 비공식 수발자를 선호하는 경우에
도 효과적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서비스 사업자 간의 경쟁을 유도하여
서비스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함께 제시하였다.
전용호(2012a)는 한국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해 대상자, 전달체계, 급
여의 종류, 재원 조달 등 제도 전반에 걸쳐 분석하고 문제점과 개선방안
을 제시하였다. 낮은 보장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장성을 점차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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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고, 사각지대 문제의

개선을 위해 등급외자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를

개편하여 장기요양보험 제도와 연계할 필요가 있다는 점,
그리고 요양보호사 부족 문제에 대해 근무여건 개선 및 급여 현실화 등
의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함을 이야기하였다.
전용호(2012b)의 다른 연구에서는, 영국과 독일의 사례에서 장기요양
서비스 분야에서의 시장화 추진 방법과 그 결과를 이용자의 관점에서 평
가하였다. 시장화로 인해 공급 주체가 다변화되고 현금급여의 확대 실시
등으로 선택의 객관적인 여건이 개선되었지만, 서비스 보장성의 확대가
유의미하지 않고 정보시스템의 미비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선택권 행사
가 어려운 점, 그리고 시장화로 인한 서비스 악화 등의 문제를 지적하였
예방서비스로

다.

난 ( 3)

호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 이후 생겨난 가족인 요
양보호사라는 특수한 형태에 대해 분석하고, 요양서비스의 특성상 발생
할 수밖에 없는 가족 돌봄의 불가피성을 이야기하며 몇 가지 해결책을
제시하였다. 가족의 돌봄을 통해 노인들이 자신의 기존 생활 터전에서
삶을 유지하는 데 있어 소득보장과 사회적 돌봄이 충돌하지 않고 서로
보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며, 다른
OECD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공적 서비스를 보완하는 가족 돌봄을 지원
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개발하여야 한다. 가족인 요양보호사 제도의 발생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노인 돌봄에 대한 국가와 가족의 책임 범위에 대한
양 주 201 는 서비스 제공자 측면에서 가족인 요양보 사의 발생에

논의와 재구획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민(2012)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이 가족 부양자에게 미친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노인장기요양급여 수급자
이석

의 가족 부양자를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 결과를 분석하였는데, 연구

감소하였음을 보
여주었다. 그러나 가족 부양자의 사회경제활동 등 삶의 질 향상 측면에
서는 유의미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정부는 장기적으
결과 제도의 시행으로 인해 가족 부양자의 부양 부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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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가족 부양자의 사회활동 및 경제활동 기회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정

설계해야 함을 제시하였다.
윤성주(2014)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중·장기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에서 지출 효율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공급 측면에서 국민건강보험
공단이 장기요양기관들에 급여를 제공할 때 서비스의 질에 따라 차등적
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수요 측면에서는 본인부담률을 서비스 이용량에
따라 차등화하는 방법을 통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지출을 효율화할 수
책을

있다고 제안하였다.

진숙(2014)은 현금급여와 가족인 요양보호사 제도에 초점을 맞추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도입이 가족의 돌봄 부담에 미친 영향에 대해 살펴
보았다.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분석하여 돌봄 부담에 대한 가족의 인식도
를 조사하였는데, 제도 도입 전과 비슷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고 약간 나
아졌다는 응답이 약간 나빠졌다는 응답보다 근소한 차이로 더 많게 나타
났음을 보여주었다. 연구 결과를 통해, 가족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기 위
해서는 가족의 동거 여부를 고려하여 급여를 개선하고, 재가급여 및 특
별현금급여를 확대할 필요성도 있음을 이야기하였다.
이호용·문용필(2017)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인정자 및 재정 지출을 전
망함으로써, 향후 계속될 인구 고령화에 따른 제도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이

을 제고하기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그 결과, 급여서비스 제공 기관

출

질 제고를 연계하는 등 수입과 지출을 적정
하게 관리하고, 법정 국고지원 수준이 실현될 필요가 있으며, 적정 수준
의 보험료 인상과 함께 재정관리 강화를 위한 재원의 다양화가 필요하다
에 대한 지 관리와 서비스

는 점을 이야기하였다.

선우덕(2017)의 연구에서는 고령화의 심화로 인해 돌봄 대상 노인이
확대되는 현실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우선
계획성 있는 인정자의 확대를 통해 사회보장비 지출의 급격한 증가를 방
지해야 하며, 분절적인 현재의 재가급여서비스 통합 등을 통해 보험급여
의 내용을 재편하고 제도 자체를 대상자가 자립적인 생활을 수행할 수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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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편되어야 함을 지적하였다.
경민정(2017)은 고령화 연구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여성 가족 돌봄 제
공자의 건강 수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분석하였다. 배우자, 딸, 며느리
에 해당하는 여성 가족 돌봄 제공자의 우울 수준과 주관적 건강 상태에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으로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돌봄 대상자의 인지기능 및 돌봄 제공자의 만성

질환, 거주지, 가구소득, 사회참여 여부 등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가족
돌봄 제공자가 만성 질환이 있거나 중소도시 거주할 경우일수록, 그리고
사회활동 참여율이 낮을수록 더 많은 지원책이 제공되어야 함을 제안하
였다.

선희(2017)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해 노
인 자신의 가정 또는 지역사회에서의 요양 서비스(Aging in place) 측면
이

에서 시사점을 얻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특히

OECD

검토하여, 한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가족 돌봄 지원정책의 한계점과 개선책을 제시하고 있다. 가족요양비와
가족인 요양보호사 등 기존의 정책을 재검토하고, 상담과 휴식 지원 등
국가들의 가족 지원정책을

다각화된 서비스가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까

펴본 장기요양보험제도 관련 선행 연구들을 보면, 우선 국
가간 제도 비교연구의 경우 선험국의 경험을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는 중요한 의미가 있지만, 이는 거의 대부분 한국의 제도 도
지금 지 살

입 시점인 2008년 전후에 국한되어 있다. 또한 여전히 돌봄에 있어 가족
의 역할이 큰 비중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장기요양보험제도 체계에서

춘 연구가

가족으로 대표되는 비공식 요양 제공자 관련 정책에 초점을 맞

았

당

활발히 수행되지는 않 다. 몇몇 해 되는 연구들의 경우에도 가족인 요

호

심

룬 것이었으며, 비교연구
의 경우 선험국 간의 비교를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얻는 형태로 한국에
서 시행되는 지원책을 면밀히 살펴본 연구는 많지 않았다. 이러한 점에
서, 한국과 독일 장기요양보험의 개혁 내용을 통해 제도의 최근 추세와
양보 사나 여성의 돌봄 부담 등을 중 으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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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

방향성을 파 하고, 비공식 요양 제공자에 대한 각국의 지원정책을
적으로 논의한다는 점을 이 연구의 의의로

9

- 1 -

볼 수 있다.

세부

제 3 절 관련 연구의 방법론
여기에서는 한국과 독일의 장기요양보험제도를 분석하는 데

앞서

정

책의 분석틀로 사용할 Gilbert and Terrell의 복지정책 분석틀과 비공식

류
펴볼 것이다. Gilbert
and Terrell의 분석틀에 대한 설명은 Gilbert and Terrell의 저서 『사회
복지 정책론-분석 틀과 선택의 차원』(남찬섭·유태균 역)의 내용을 주로
참고하여 재구성한 것이다. 다음으로 비공식 요양 제공자 지원정책 분류
는 Twigg and Atkin(1994)의 연구를 바탕으로 하였다.
요양 제공자 지원정책을 분 하는 기준에 대해 살

1. Gilbert and Terrell 복지정책 분석틀

호

진

사회복지정책을 분석함에 있어서 상 관련성을 가

몇 가지 접근방

식을 주로 사용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중 주된 것으로 과정분석,

산물분

세 가지를 꼽을 수 있다. 이 세 접근방법들은 실제로는 서
로 중첩되며 관련된 영역들이다. 하지만 각각은 본질적으로 다른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고 이 답은 각 부문에서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이
를 구분하는 것은 이론적인 면에서 유용하다고 볼 수 있다.
먼저 과정분석(studies of process)이란 사회복지정책 형성의 역동성을
사회정치적 변수와 기술적·방법적 변수를 중심으로 하여 분석하는 방법
을 말한다. 과정분석은 계획에 관련된 각종 정보(계획 정보)와 다양한 정
치조직, 정부조직, 기타 여러 조직 간의 관계 및 상호작용이 정책형성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는 데 가장 많은 관심을 둔다. 다음으
로 성과분석(studies of performance)은 특정한 정책 선택에 의해 실행된
프로그램이 낳은 결과를 기술하고 평가하는 데 관심을 둔다. 프로그램의
결과를 분석하는 경우에는 프로그램의 경계가 보다 분명하게 구분될 수
있기 때문에, 이는 과정분석이나 산물분석에 비해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석, 성과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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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

마지막으로 산물분석(studies of product)은 정책 선
택에 관련된 여러 가지 쟁점들을 분석하는 접근법이다. 즉, 특정한 방향
으로 설계된 정책에 있어서 정책 선택의 형태와 내용이 무엇인지, 선택
에서 배제된 대안들은 어떤 것인지, 선택의 근거가 된 가치와 이론, 가정
들은 어떤 것인지 등의 문제를 다루는 등, 정책설계의 중요한 구성요소
들을 구분하고 분해하는 데 초점을 둔다.
Gilbert and Terrell은 이 세 접근방법 중 산물분석을 이용하여 복지정
관 이 더 용이하다.

책을 분석하기 위한 분석틀을 제시하였다. 이들은 복지정책 분석이 두

진
선택의 차원을 구체화하고 그 다음
으로 사회적 선택의 이유를 파악하는 순서이다. 이 중 처음의 단계와 관
련하여 정책 분석을 위해 네 가지 선택의 차원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1)사회적 할당 2)급여 3)전달체계 4)재정이며 이 차원에 따라 복지정책의
형태가 달라진다고 보았다. 다음으로 사회적 선택의 이유를 파악하는 것
은, 선택의 이유 혹은 명분이 되는 가치나 이론, 가정에 관련된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 내용에서 네 가지 선택의 차원
과 선택과 관련된 가치 등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단계로 이루어 다고 하였는데, 먼저

<표 2-1> Gilbert and Terrell의 복지정책 분석틀
차 원

의 미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해당 분야와
관련자 및 기관

할당
(allocation)

수급 자격:
대상 체계

서비스 이용 대상자: 65세 이상의 노인 혹은 65
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급여
(benefits)

급여 종류:
급여 체계

노인장기요양보험상 공식적으로 제공되는 급여

전달
(delivery)
재정
(finance)

서비스 전달 방법: 노인장기요양보험상의 서비스 전달 체계, 관리
전달 체계
운영 주체, 서비스 제공 인력과 기관 등
재원 마련 방법:
재정 체계

노인장기요양보험상의 재정 체계, 재정과 관련
된 공단의 주요 역할과 권한

출처: 전용호(2012a)에서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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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

1 할

당

사회적 할 은 급여를 누구에게

줄

것인가라는 정책의 대상

선정과

든 정책에서 반드
시 이루어져야 하는 중요한 부분이다. 사회복지정책은 사회 전체의 이익
을 증진시키는 것이라고 흔히들 생각하지만, 정책의 실시로 인해 발생하
는 혜택이 모든 국민에게 동등하게 분배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직접
적인 혜택을 받을 대상을 선택하는 것은 불가피하며, 중요한 문제가 된
다. 이러한 자격을 누가 가질 것인가를 결정하는 데는 많은 기준이 적용
될 수 있는데, 결혼 여부, 취업 여부, 거주지, 가족구성원 수, 건강, 연령,
교육 정도, 인종, 성별, 소득 등이 포함된다. 하지만 Gilbert and Terrell
은 이러한 기준들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수급자격을 결정하는 기준의
토대가 되는 원칙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가장 핵심적인 개념이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이다.
보편주의는 기여자와 수급자를 구분하지 않고 소득과 자산규모에 관계없
이 모든 시민에게 복지권을 부여하는 것을 이상으로 삼는 원칙이다(이진
숙·박진화, 2010). 즉, 시민권에 입각해 하나의 권리로서 복지서비스를 제
공하고, 복지 수혜 자격과 기준을 균등화하여 복지서비스의 수급자들에
게 낙인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이와 달리 선별주의란 사
회복지 대상자들을 사회적, 신체적, 교육적 기준에 따라 구분한 후 특정
집단에게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Townsend에 의하면
이처럼 수혜기준을 충족시키는지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수혜자들과
일반시민들의 사회적 관계에서 낙인효과가 불가피하게 발생한다고 한다
(김동호, 2011 재인용). 이러한 보편주의와 선별주의는 복지정책에서의
대상자, 즉 할당의 문제를 결정하는 데 가장 핵심적인 기준으로 작용하
관련된 문제이다. 정책의 수혜 대상을 정하는 것은 모

고 있다.

당

Gilbert and Terrell은 할 을 위한 기준들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사회

개입된다고 하였다. 먼저 비
용 효과성이란 투입 대비 산출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느냐에 관
적 효과성과 비용 효과성의 두 가지 가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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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

선별주의 모두가 추구하는 가치이다. 반면 사회적
효과성은 보통 사회적 평등성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개념이다. 이는
보편주의 할당 원리를 지지하는 근거로서, 이는 한정된 자원을 사회적
욕구가 큰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배분하는 것이 사회적 평등을 제고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본다.
한 문제로, 보 주의와

)

2 급여

형태와 종류가
어떤 것인지의 문제이다. 각각의 급여 형태들은 서로 다른 속성을 지니
급여에 관한

선택은

정책의 수혜자들이 받는 혜택의

고 있다는 점에서 급여에 대한 결정은 한 사회의 가치적 지향성을 반영

( 진숙·박진화, 2010). 전통적으로 급여의 종류는 현물 급여와
현금급여로 구분된다. 현물 급여란 수혜자들이 필요로 하는 재화와 서비
스를 사회서비스 제공자가 직접 제작, 배분하는 것을 의미하며, 현금급여
는 현물을 직접 제공하는 대신 현금을 지급함으로써 수혜자들이 자유롭
게 재화와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현물 급여는
하게 된다 이

서비스의 이용 과정에서 통제를 용이하게 하며, 현금급여는 수혜자들의

선택권을 더 폭넓게 보장할 수 있다는 것이 각 형태가 갖는 가장 큰 특
징으로 논의된다.
각 급여

형태의 대표적인 특징에서 알 수 있듯이, 급여의 형태와 관련

하여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가치는 수혜자의 자유와 통제 가능성의 상
대적 정도이다. 서비스를

선택하는

데 있어 수혜자들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할 것인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 주체의 통제를 더 용이하게

선순

할 것인지의 문제인 것이다. 이들은 모두 중요한 가치들로서 그 우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현물급여와 현금급여를
상황과 여건에 맞게 혼합하여 사용하고 있다.
위를

3) 전달체계

달

사회복지 서비스 전 체계 또는

집행체계란, 사회복지 재화나 서비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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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하는, 그리고 공급자와 수급자 사이에
존재하는 조직적 체계를 의미한다. 사회복지 전달체계는 공공전달체계와
민간전달체계, 그리고 이 양자가 혼합된 체계로 구성된다. 이 전달 과정
에서 급여 대상의 선정과 급여의 성격이 구체화되므로, 전달체계의 특성
은 급여의 선택에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최정화, 2014). 오늘날에는
전반적으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전달체계가 혼합된 형태가 늘어나고 있
를 공급하는 공급자들 사이에

으며, 지역적 특성과 서비스 대상자의 다양성을 반영할 수 있는 체계를

축

력

존 앙집권적인 서비스
공급에서 나아가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하는 전달체계의 구축이 큰 관심
사로 자리잡고 있는 상황이다.
전달체계와 관련하여 논의되는 주요 가치는 민영화와 상업화이다. 즉,
공공기관과 민간기관 중 누가 서비스의 전달을 담당할 것인지, 그리고
민간기관이 담당한다면 영리단체와 비영리단체 중 어느 쪽이어야 하는지
를 고민해야 하는 것이다. 전자는 전달체계를 민영화시킬 것인지의 문제
이고, 후자는 상업화를 인정할 것인지와 관련된다. 민영화와 상업화는 효
율성의 장점과 공공성의 훼손이라는 단점이 혼재하므로, 국가별로 사회
적 환경에 맞게 적절히 혼합하고 변화시켜나갈 필요가 있다.
구 하기 위한 노 이 시도되고 있다. 특히 기 의 중

4) 재정

달

천

재정은 재정조 의 원 을 의미하는 것으로, 재원과 이전체계로 나누

질 수 있다. 재원은 정책을 집행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의 문제로, 일반적으로 조세와 기부금, 수혜자들이 부담하는 이용
료로 구성된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이 세 가지 재원을 각국의 환경에
맞게 다양한 방식으로 혼합하여 사용하고 있다. 이전체계의 경우, 재원이
원천으로부터 서비스 공급자에게까지 이르는 방식에 관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신대창, 2008). 이러한 이전체계의 선택은 한 국가의 중앙화와
분권화와 관련되며, 각각이 갖는 장단점에 따라 중앙에서 재원을 이전하
여 분권적으로 서비스를 전달하는 형태 등으로 혼합하여 사용하는 경우
어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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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대부분이다.

2. 비공식 요양 제공자 지원정책 분

류 기준

출처: Twigg and Atkin(1994)에서 재작성, Courtin et al.(2014)에서 재인용.

[그림 2-1] 비공식 요양 제공자 지원정책 범주

( fo m

v s)

이 연구의 초점인 비공식 요양 제공자 in r al caregi er 에 대한 지

포함될 수 있다. 보다 체계적인 논의를 위해,
여기에서는 Twigg and Atkin의 틀을 기준으로 정책들을 나누어서 살펴
원책에는 여러 가지 정책이
보고자 한다.

w

k

T igg and At in은 비공식 요양 제공자에 대한 제도를

포괄할 수 있

( v ) 세 가지로 구분하였다.
첫 번째 범주는 비공식 요양 제공자의 돌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직접
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으로, 상담 서비스나 단기 보호, 요양 제공자에 대
한 훈련 서비스 등이 이 범주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두 번째 범주는, 정
는 틀을 제시하였는데, 지원정책의 범주 le el 를

책의 일차적 목표는 장기요양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만 파급효

(

ff )

당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정책(“by-product of the services aimed at the
cared-for person”)으로 정의된다. 이 정책 범주의 대표적인 예가 현금급
여이다. 국가별로 현금급여의 성격에는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많은 경우
과 ripple e ect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비공식 요양 제공자에게 상 한

장기요양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현금급여는 비공식 요양 제공자에게 돌봄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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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

에 대한 보수로 지급되 로, 수급자를 통한 간접적인 지원정책으로
수 있다.

볼

마지막으로 세 번째 범주는 비공식 요양 제공자들에 대한 국가

적 차원에서의 정책 및 원칙 등에 관한 것이다. 여기에는 비공식 요양

당

제공자들의 돌봄을 고용의 영역과 연결하는 정책 등이 해 될 수 있으

료 지원, 그리고 기타 휴직·휴

며, 대표적인 예로 사회보험 가입 및 보험
가제도 등이

포함된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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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 설계
제 1 절 연구 대상 및 범위
본 연구의 범위는 공간적 범위와 내용적 범위로 나눌 수 있다. 공간적
범위는 연구의 대상이 되는 국가로서 한국과 독일로 설정하였고, 내용적
범위는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전반적인 내용과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비공식
요양 제공자를 위한 지원정책을 대상으로 한다.

선 대상 국가로 한국과 독일을 선택한 기준은 연구에서 초점을 맞
추고자 하는 비공식 요양 제공자 지원정책의 활성화 정도에 따른 것이
다. 독일에서는 노인 장기요양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가
우

족 돌봄을 지원하기 위해 현금급여나 사회보험 지원 등 여러 정책을 시

얼마 되지 않
은 한국과는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두 국가의 비교가 의미를 가진다. 또
한, 국가 간 비교연구를 위해서는 연구의 독립변수 역할을 하는 비공식
요양 제공자 지원정책 외에 제도의 다른 조건에서 유사성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독일과 한국은 고령화 및 노인 의료비용 증가라는 비슷한 사
행하고 있다. 이는 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된 지 비교적

회적 배경에 의해 장기요양보험을 시행하게 되었고, 한국은 노인장기요

때 독일의 수발보험을 참고로 하였다. 재정적 측면에서
도 두 국가 모두 같은 독립 사회보험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유
사성에 더하여, 독일은 장기요양을 최초로 사회보험화한 국가로서, 선험
양보험을 도입할

국인 독일과의 비교는 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에 필요한 정책적 시사점

합

을 얻기에도 적 한 대상일 것이다.

음

내용적 범위는 각국의 장기요양보험제도로서 한국은 노인장
기요양보험, 독일은 수발보험을 의미한다. 연구 문제에서 언급하였듯이,
한국과 독일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전반적인 내용을 분석하고 비교한 후,
다 으로

각국의 비공식 요양 제공자 지원정책에 초점을 맞추어 그 특성을 분석,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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렇
바탕으로 한국의 노인장기
요양보험의 전반적 내용과 그중에서도 특히 비공식 요양 제공자에 대한
비교할 것이다. 이 게 양국 간 제도 비교를

지원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제 2 절 연구 분석틀

별 장기요양보험제도
의 전반적인 내용을 Gilbert and Terrell 분석틀의 네 가지 정책 선택 차
원을 기준으로 살펴본 후, 이를 바탕으로 한국과 독일의 장기요양보험제
도 전반에 대해 유사점과 차이점을 비교, 분석한다. 다음으로, 비공식 요
양 제공자 지원에 초점을 맞추어 한국과 독일 각각의 정책 내용을 살펴
본다. 이를 통해 선험국인 독일에서의 비공식 요양 제공자의 위치와 현
연구의 전체적인 틀은, 먼저 한국과 독일의 국가

황은 어떠하며, 이를 지원하기 위해 어떠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지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분석 내용을 바탕으

한국의 상황과 비교해

마지막으로는 한국의 노인 장기요양에서 가족 등 비공식 요양 제공자
의 역할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의 여건
로

에 맞는 적절한 지원정책은 어떠한 것이 될 수 있을지 논의할 계획이다.
Gilbert and Terrell 분석틀의 각 차원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변수는,

당
가”와 관련하여 볼

“

먼저 사회적 할 의 차원에서는 누가 장기요양보험의 정책적 수혜자인
것이다. 이를 위해 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가입자와 수

판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대해 논의하게 된
다. 다음으로 급여는 “무엇을 얼마나 받는가”에 대한 것으로, 여기서는
급여의 종류와 대상자별로 제공받는 급여의 수준에 관해 이야기할 것이
다. 전달 체계의 경우, “정책의 서비스가 수혜자에게 어떻게 전달되는가”
혜 대상자, 그리고 대상자를

와 관련된 것으로, 제도의 관리운영체계와 수혜자의 서비스 이용 절차를

펴볼 것이다. 또한 전달체계를 구성하고 있는 서비스 제공 인력에 대

살

해서도 함께 논의할 예정으로, 이는 제도 도입 이후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부분이다.

- 28 -

마지막으로

“

재정은 정책의

”

시행을 위해 필요한 재원 에 관한 것으로, 재원의

마련이 어떻게 이루어

앞으로 어떻게 변화하는지 등에 대해 논
의하고자 한다. 이 분석틀의 각 차원에 따라 먼저 한국과 독일의 장기요
양보험 제도 전반을 살펴본 후, 비공식 요양 제공자 지원정책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이어나갈 것이다. 이때 구체적인 지원정책들은 앞서 제시
한 Twigg and Atkin의 분류 기준에 따라 나누어서 살펴볼 예정이다.
지며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제 3 절 자료 수집 방법
본

내용을
비교한 후, 비공식 요양 제공자 지원정책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전개
하는 문헌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문헌 자료 수집 및 검토
등의 질적 분석 방법을 사용할 예정이다. 정보는 출처로 국회도서관, 한
국교육학술정보원 등에서 학술 논문 및 정부 보고서, 관련 법령 등을 수
집할 계획이며,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노인장기요양보험제
연구에서는 한국과 독일의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전반적인

도와 관련된 국가 기관의 정보도 이용할 예정이다. 또한 독일의 장기요

료

집

OECD의 보고서나
통계를 이용하게 될 것이고, 각국 관련 기관의 정보도 참고할 계획이다.
또한, 복지정책 분석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단행본 등도 참고 자료
양보험인 수발보험과 관련된 자 를 수 하기 위해

로 활용하고자 한다.

료 수집을 위한 검색어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장기요양보
험”, “수발보험”, “Long-term care insurance”, “Gilbert and Terrell 분석
틀”, “비공식 요양 제공자 지원”, “Support for informal caregiver”, “현
금급여(현금수당)”이나 “사회보험료 지원” 등을 비롯한 구체적 지원정책
항목, “German LTCI reform” 등을 사용하였다. 현재까지 50여 개의 학
술 논문과 10여 건의 정부 보고서와 통계 자료 등을 수집하였다. 이에
더하여, 최신의 법령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독일의 사회법전
(Sozialgesetzbuch, SGB)의 내용과 독일 연방 보건부(Bundesministerium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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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ür Gesundheit, BMG)에서 제공하는 자료들도 함께 참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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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한국과 독일의 장기요양보험제도
제 1 절 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
1. 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

개요 및 설명

7월 처음 시행된 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이나 노
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2008년

신체 활동 또는 가사 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
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노인장기요양보
험법 제1조). 이는 노인이 생활에서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가
족의 부양 부담을 경감하는 동시에, 증가하는 노인요양비 및 노인의료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적인 차원에서 사회보험방식으로 노인요양 문
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다. 한국의 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는 노인 등
의

심신상태·생활환경과 노인 등 및 그 가족의 욕구·선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적정한 급여를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

(법 제3조 1항). 또한 노인 등이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
기요양을 받는 재가급여를 우선적으로 제공하여야 하고, 심신상태나 건
강 등이 악화되지 않도록 의료서비스와 연계하여 제공하고자 한다(법 제
3조 2,3항).
이러한 기본 원칙을 토대로 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도입 이
후 여러 차례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장기요양급여의 원활한 제공을 위해
5년 단위로 장기요양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것을 의무화한다는
조항도 법에 명시되어 있다(법 제6조). 2012년 9월에는 시행 5년을 맞이
하여 제1차 노인장기요양보험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그간의 성과와 한계
를 돌아보고 개선해야 할 부분을 분야별로 제시하였다. 제1차 기본계획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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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5년간 ① 장기요양보험의
보장성 확대, ② 다양하고 질 높은 서비스의 제공, ③ 전달체계의 효율성
강화, ④ 재정 관리 강화에 초점을 두고 개선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
고자 하였다(보건복지부, 2012). 그중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등급체계의
변화인데, 2014년 7월부터 일명 ‘치매특별등급’을 신설하면서 기존 3등급
체계에서 5등급 체계로의 개편이 이루어졌다. 제1차 기본계획의 수립 후
에도 2013-2014년 ‘장기요양 제도발전 기획단’을 운영하고 2015년 제도
개선방안을 수립하는 등의 노력을 지속하였다. 2018년 2월에는 인구·사
회적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제2차 장기요양 기본계획이 수립되었
다. 2018-2022년 5년간 시행될 이 계획에서는 ① 돌봄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장기요양의 보장성 확대, ② 이용자의 삶의 질을 보장하는 지
역사회 돌봄의 강화, ③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장기요양서비스 인프라
의 조성, ④ 초고령사회에 대응한 장기요양 지속가능성의 담보를 정책목
표로 하여 제도 개선을 계속해나가고자 한다(보건복지부, 2018).
안에

따르면

3

노인장기요양보험은 201 -201

2. Gilbert and Terrell의

네 가지 차원에서의 분석

) 당
(1) 장기요양보험제도 가입자 및 수급 대상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적용 대상은 보험료를 부담하는 가입자와 장
기요양급여를 신청하고 이용할 수 있는 수급 대상자로 구분된다. 먼저
장기요양보험의 보험료를 부담하는 주체는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와 동
일하며,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에 대한 개별 보험료는 건강보험제도의
보험료 부과체계를 그대로 활용하여 산정한다. 다음으로 수급 대상자의
경우 장기요양급여 신청 자격은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그리고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 질병1)을 가진
1 할

)

매 뇌혈 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으로서, 구체적인 항목은 다음
츠 머병에서의 치매, 혈관성 치매, 달리 분류된 기타 질환에서의 치매,

1 이는 치 ,
관성
과 같다. 알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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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미만인 자에 한해 부여된다. 신청 자격을 갖고 절차에 따라 장기요
양급여를 신청한 경우, 이 중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자
로서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경우에 급여가
제공된다(국민건강보험, 2018).
(2) 수급 현황

청 및 인정 현황을 보면, 2016년 12월 말을 기
준으로 누적 신청자는 848,829명, 그중 인정자는 519,850명이다. 인정률은
76.3%이며 전체 노인 인구 대비 인정자의 비중은 7.5%로 인정률과 인정
자 비중 모두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노인장기요양급여의 신

<표 4-1> 노인장기요양급여 신청 및 인정 현황
연도
노인 인구
(65세 이상)
신청자
판정자
(등급내+등급외)
인정자
(판정 대비 인정률)
노인 인구 대비
인정률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5,921,977

6,192,762

6,462,740

6,719,244

6,940,396

643,409

685,852

736,879

789,024

848,829

495,445

535,328

585,386

630,757

681,006

341,788
(69.0%)

378,493
(70.7%)

424,572
(72.5%)

467,752
(74.2%)

519,850
(76.3%)

5.8%

6.1%

6.6%

7.0%

7.5%

출처: 보건복지부(2016)

별

3

4

5

인정자 현황을 등급 로 나누어보면, 등급과 등급이 각각 18 ,800명
과 188,888명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세
매 츠 머병 막 출혈 뇌내출혈
외
개내 출혈
뇌
출혈
뇌졸 뇌
뇌 맥 폐쇄 협착 뇌
뇌 맥 폐쇄 협착
뇌혈 질 달 류 질
뇌혈 애 뇌혈 질
킨슨병
킨슨 달 류 질
킨슨
퇴 질
풍
진 (
령 )

상 불명의 치 , 알 하이
, 지주 하
,
, 기타 비 상성 두
,
경색증,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은
중, 대 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전동 의
및
, 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 동 의
및
, 기타
관 환, 리 분 된 환에서의
관 장 ,
관 환의 후유증, 파
,
이차성 파
증, 리 분 된 환에서의 파
증, 기저핵의 기타 행성 환, 중
후유증, 전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제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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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노인장기요양급여 등급별 인정자 현황
2016

구분

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정자계

519,850

40,917

74,334

185,800

188,888

29,911

일반

336,070

27,237

48,384

120,572

119,017

20,860

경감

94,630

6,768

13,889

35,093

34,125

4,755

의료급여

6,266

454

849

2,266

2,339

358

기초수급

82,884

6,458

11,212

27,869

33,407

3,938

출처: 보건복지부(2016)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수급자의

규모는

제도 도입 이후 인정 범

위의 확대 등을 통해 꾸준히 증가해왔다. 장기요양보험을 도입한 지 오

았

른 선진국에 비해 수급자 비율이 여전히 낮다
는 것이 주된 평가이다(이호용, 2017). 한편 노인실태조사에 따라 장기요
양 욕구를 지닌 노인들의 대부분이 장기요양급여를 수급하고 있다는 연
구 결과도 존재한다(선우덕, 2017). 이렇게 제도의 수혜 대상과 인정 현
황이 적정한가에 대한 논의는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 수급자 규모가
래되지 않 다는 점에서 다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요양 필요 및 범위에 대한 사회적
요구, 재정적 지속가능성,

선험국을 통해 예상할 수 있는 문제점 등을 고

려하여 제도의 수혜 범위를 조정해나가야 할 것이다.

4

설

매 별
설
인해 치매 등 인지기능 관련 질환자에 대한 보장성이 더욱 확대되고 있
다. 이는 재정적 측면은 물론, 현재의 생활 지원서비스 중심의 장기요양
급여를 인지기능 질환자에게 확대하는 것이 효과적인 대응책일지에 대한

특히, 201 년 신 된 치 특 등급과 2018년 신 된 인지지원등급으로

논의도 필요하다.

(3) 수급 인정체계

청

판
뉜
청은 전국 공단지사에 위치한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에서 이루어지
며, 장기요양인정신청서와 의사소견서를 필요로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인정체계는 인정 신 과 등급 정으로 나 다. 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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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따라 요양 필
요도가 컴퓨터에 의해 추계되는 인정 조사와, 관련 전문가에 의해 조사
결과의 모순점 및 등급의 타당성 등을 검증하는 등급판정 및 결과 통보
의 두 단계로 구분된다(최정화, 2014). 판정절차를 이와 같이 다층화시킨
이유는, 등급판정이 방문 조사 요원의 평가에 전적으로 의존할 경우 객
관성이 결여될 위험성을 보완하고 통계적 모형이 가지는 한계점을 보완
하여 대상자의 심신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등급판정을 하기
위한 장치로 볼 수 있다.
먼저 인정 조사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신
청인을 방문하여 장기요양인정 조사표를 토대로 조사하는 것으로, 신청
인의 신체기능, 인지기능, 행동변화, 간호처치, 재활영역, 환경적 상태, 서
비스 욕구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다. 다음으로 등급판정 및 결과 통보
단계에서는 등급판정위원회의 심의가 이루어진다. 등급판정위원회는 시·
군·구 단위에 설치된 기관으로, 이를 구성하고 있는 보건·복지·의료 관련
전문가들이 인정 조사 결과, 의사 소견서,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토대로 신청자의 심신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 등 등급판정 기준
에 따라 수급 여부를 결정한다. 판정 결과는 해당 수급자에게 장기요양
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가 개별적으로 통지된다. 장기요양인정
서에는 장기요양등급,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등이 기재되어 있
으며,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는 수급자가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급
여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별 기능상태 및 욕구가 반영된 이
용계획서이다(보건복지부, 2016). 다음 그림은 수급 인정체계의 구체적인
등급 정 절차는 다시 크게 방문조사요원의 평가결과에

절차를 도식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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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보건복지부(2016)

[그림 4-1]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 인정 절차도

)

2 급여

종류는 크게 재가급여, 시설
급여, 특별현금급여 세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
조에서는 각 급여의 종류와 정의를 명시하고 있다. 이 장에서는 급여의
종류와 2012년 제1차 기본계획에서 추가된 등급외자에 대한 서비스,
2018년 제2차 기본계획에서 신설한 인지지원등급 급여에 대해 살펴보고
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급여의

자 한다.

(1) 재가급여

존 자신의

재가급여는 서비스 수급자가 기

생활환경에서 가족과 함께

①방문요양, ②
방문목욕, ③방문간호 ④주·야간보호 ⑤단기보호 ⑥기타재가급여의 여섯
생활하면서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급여로서,
가지로 구분된다.

먼저 방문요양은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
활동 및 가사 활동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우리나라의 노인장기요양

형태이다. 추가로 신설된 인지활동형 방문
요양은 장기요양 5등급 수급자에게 인지자극활동 및 잔존기능 유지와 향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

36 -

훈

존

상을 위한 사회 련을 제공하는 것으로, 기

방문요양과는

달리 빨래,

없으나, 잔존기능의 유지와 향상을
위해 사회활동 훈련을 제공하는 방법이다. 다음으로 방문목욕의 경우 장
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
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형태이고, 방문간호의 경우 장기요양요원인 간
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주·야간보호에서는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 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
의 유지와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한다. 단기보호의 경우 수급
자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일정 기간동안 장기요양기관
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와 향상을 위한 교육·훈
련 등을 제공하는 형태이다. 마지막으로 기타재가급여는 수급자의 일상
식사준비 등의 가사지원은 제공할 수

생활·신체 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와 향상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

거

하 나, 가정을 방문하여 재활에 관한 지원 등을 제공하는 급여로서 이
경우 수급

)

세부사항은

령령으로

대통

(

법

정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조.

3

제2

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
른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여야 하며,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65세
이상의 자여야 한다. 이 외에도 이용자로부터 이용 비용의 전부를 수납
하여 운영하는 시설, 즉 기존 유료시설의 경우 60세 이상인 자에 대해서
도 이용 대상자의 자격을 부여한다(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이용 대
상자의 선정 기준은 장기요양급여수급자 (1～5등급)이거나, 65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 중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재가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한 자여야
한다. 한편, 신규 이용자의 선정 시 노인돌보미바우처(저소득노인 중 장
기요양 등급의 A, B), 가사간병도우미 파견사업(기초수급자 중 장기요양
등급의 A, B),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등 타 서비스의 제공 가능 여부를
재가급여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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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하여 지원토록 하며, 타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노인의 경우 재가노
인복지시설 이용을 지원하도록 한다(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재가급여의 급여액과 월 한도액은 2018년 1월을 기준으로 1등급
1,396,200원에서부터 5등급 930,800원, 인지지원등급 517,800원이다. 수급
자가 부담해야 하는 본인일부부담금은 재가급여의 경우 당해 장기요양급
여비용의 15%이다. 다만, 수급자 부담 경감 대상자(「의료급여법」 제3
조 제1항 제2호～제9호)는 본인일부부담금의 50%를 감경하여 7.5%만 부
담하며,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는 면제된다.
<표 4-3> 재가급여의 급여비용과 월 한도액
등급

월 한도액(원)

본인일부부담금(원)

1등급

1,396,200

209,430

2등급

1,241,100

186,165

3등급

1,189,400

178,410

4등급

1,085,900

162,885

5등급

930,800

139,620

인지지원등급

517,800

77,670

출처: 보건복지부(2016)에서 재구성

(2) 시설급여
시설급여는 장기요양기관이 운영하는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 제외) 등에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 활동
지원 및 심신 기능의 유지와 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
기요양급여로 정의된다. 노인의료복지시설은 크게 노인요양시설과 노인
요양공동생활가정으로 나뉘며, 노인요양시설에는 (구)노인요양시설, 노인
요양시설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로 (구)노인요양시설은 장기요양보험
시행에 따른 기관 신청(2008.4.4.) 이전에 기존규정에 따라 설치 신고된
시설로서, 법에서 정한 5년 유예 기준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
는 노인전문요양시설·유료 노인전문요양시설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노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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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건
령 제161호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에 따라 단기보호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서 노인요양시설로
전환한 시설이다. 이 두 가지의 노인요양시설은 치매, 중풍 등 노인성질
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 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
적으로 한다. 다음으로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란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과 급식, 요양 및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
의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국민건강보험, 2018).
시설급여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격 조건이 필요한데, 수급자
중 장기요양등급이 1등급 또는 2등급일 경우 혹은 3등급부터 5등급까지
중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시설급여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에 한한다. 입
소자가 입소비용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 60세 이상인 자
요양시 의 경우, 보 복지가족부

도 제공받을 수 있다.

설

액 월 한도액은 등급별 해당 금액에 월간 일수를
곱한 금액이다. 시설급여의 본인일부부담금은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20%에 해당한다. 이 또한 수급자 부담 경감 대상자의 경우 50%를 감경
하여 10%를 본인이 부담하며,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는 면제된다.
시 급여의 급여 과

(3) 특별현금급여
특별현금급여는 재화

및 서비스 급여가 원칙인 한국 노인장기요양보

항목으로, 가족요양비, 특례
요양비, 요양병원간병비 세 가지로 구성된다. 가족요양비는 수급자가 거
주 지역이나 수급자의 특성으로 인해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
한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을 경우 지급하는 급여로, 판정 등급과 관계없
이 월 15만 원이 지급된다. 가족요양비를 지급받기 위한 구체적 기준은,
1) 도서·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에 거주하거나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
험제도에서 제한적으로 현금급여를 지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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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가

렵

건

건강 또는 성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가족 등으로부터 장기요양을 받
아야 하는 자로 한정된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4조).
이 외에 특례요양비와 요양병원간병비 항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는 명시되어 있으나, 현재 시행되고 있지 않다(국민건강보험, 2018).
어 다고 보 복지부 장관이 인정한 자, 혹은

3)

신체,

(4) 복지용구급여
복지용구급여란 심신기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지장이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에게 일상생활 또는 신체 활동 지원에 필

건

거

요한 용구로서 보 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구입하 나 대여

설

하여 주는 것을 의미한다. 복지용구급여의 경우, 시 급여를 이용하는 자

당 급여를 이용할 수 없으며, 의료기관에 입원한 기간에도 일부 품

는 해

목의 대여가 제한된다.

6

액

급여비용의 연간 한도 은 수급자의 유효기간

1 0만 원이 적용된다. 구입과 대여를

액 본인이

초과분은 전

개시일로부터

합산한 총액이

1년간

이를 초과할 경우

5%의 본인일부부
경우 50%를 감경하여

부담한다. 복지용구급여 또한 1

감 대상자의
7.5%를,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는 전액 면제된다.
담금이 적용되며, 수급자 부담 경

(5) 등급외자를 위한 서비스
2012년 수립된 노인장기요양보험 제1차 기본계획에서는 장기요양보험
보장성 확대의 일환으로 등급외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사회적 지
원 체계 정립을 추진하였다. 기존에 등급외자는 지자체가 제공하는 서비
스를 받았으나, 수혜대상자가 선별적이고 서비스 내용도 제한적인 한계
가 있었다. 이에 따라 등급외자를 대상으로 일시적 또는 특정 필요에 의
한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예산사업을 신설하였는데, 이는 노인 기본 돌
봄과 노인 종합 돌봄 두 가지로 구성된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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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돌봄은 골절로 인한 와상 상태 등 특정 필요에 의해 일시
적 요양이 필요한 차상위 독거노인에게 청소·세탁·취사를 지원하는 서비
스이며, 노인 종합 돌봄은 노인 돌봄 서비스에 대한 수혜 범위를 단계적
으로 확대하여 등급외자에 대한 생활 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고자 하는 정
책이다(보건복지부, 2012). 이러한 등급외자 지원책은 예방적 목적으로
볼 수 있으며, 이 외에도 향후 베이비붐 세대가 장기요양급여 대상자로
진입하여 요양 수요가 급격히 증가할 것을 대비하여 등급외자 중 고위험
군을 중심으로 낙상 및 치매 등의 노인성 질환 예방 시범사업을 추진하
고자 하기도 하였다. 이는 실제로 2015년 연구용역을 거쳐 2016년 5월부
터 11월까지의 기간 동안 두 차례에 걸쳐 원주 지역의 장기요양 등급외
자를 대상으로 시행된 바 있다(국민건강보험공단, 2016). 시범사업은 신
체 및 인지기능 예방과 건강수명 향상을 위한 내용으로 구성되었으며,
치매 등의 노인성 질환 예방 정책 수립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확대될
노인 기

것으로 예상된다.

(6) 인지지원등급

본

매 악화에 따른 사
회적 비용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인지지원등급을 신설하였다. 이는 신체
적 기능 제한과 관계없이 경증치매 증상을 가진 노인들이 장기요양 수급
2018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제2차 기 계획에서는 치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노인장기요양급여의 보장성을 확대한 것이다. 치

매 증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인지지원등급이 인정된 대상자들은 인지
기능 프로그램을 제공받게 된다. 또한, 인지지원등급 수급자의 경우, 기
존의 장기요양급여 인프라 외에 지역사회의 돌봄 자원이 연계되어 서비
스 제공이 이루어진다. 2018년에는 전국 30개 노인복지관에서 인지지원
등급자를 대상으로 인지기능 개선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추진
할 계획(보건복지부, 2018)이며, 치매안심센터가 중장기적으로 지역사회
노인들이 건강관리를 위한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공단과의
연계를 추진할 계획이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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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집행체계
(1) 제도 관리운영체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8조에 의해 노인장기요양보험사업의 관리 운
영 주체는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이다. 단, 자격관리와 보험료
부과·징수 업무는 공동으로 하되, 장기요양 사업을 수행하는 조직을 별
도로 두고, 회계도 독립적이다.
운영기관인 공단은 여러 업무를 관장하게 되며, 구체적인 범위는 다
음과 같다. ①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와 의료급여 수급권자
의 자격관리, ② 장기요양보험료의 부과·징수, ③ 신청인에 대한 조사,
④ 등급판정위원회의 운영 및 장기요양등급 판정, ⑤ 장기요양인정서의
작성 및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제공, ⑥ 장기요양급여의 관리 및 평
가, ⑦ 수급자에 대한 정보제공·안내·상담 등 장기요양급여 관련 이용지
원에 관한 사항, ⑧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심사 및 지급과 특별현금
급여의 지급, ⑨ 장기요양급여 제공내용 확인, ⑩ 장기요양사업에 관한
조사·연구 및 홍보, ⑪ 노인성 질환 예방 사업, ⑫ 이 법에 따른 부당이
득금의 부과·징수 등, ⑬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기준을 개발하고 장기요양
급여 비용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한 장기요양 기관의 설치 및 운영, ⑭
그 밖에 장기요양사업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탁한 업무(노인
장기요양보험법 제48조).
(2) 급여 수급체계(서비스 이용체계)
할당 차원에서 설명한 등급판정과 통지 절차가 완료되면, 장기요양급
여 수급자는 자신이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자율적으

선택하여 계약을 맺어야 한다. 공단은 수급자들의 기관 선택을 돕기
위해 정보를 제공하고 안내 및 상담을 제공해야 한다.
계약 체결시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의 본인 여부, 판정 등급, 인정 유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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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및 내용, 본인일부부담금 관련 사항 등을 포함한 장
기요양급여 제공 계약을 문서 형식으로 제공하게 된다. 이때 수급자 또
는 그 가족에게 관련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하며, 계약 체
결 이후에는 급여 제공 계획서를 공단에 통보하는 과정으로 진행된다(노
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의료급여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
자 및 기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을 통
해 신청과 승인이 이루어진다.
효기간, 급여의

(3) 서비스 제공인력

선

장기요양이라는 사회서비스의 특성상, 일 에서 근무하는 서비스 제공

력 집행체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다. 서비
스 제공인력은 요양보호사와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으로 구
성되며, 2016년 말 기준 313,013명인 요양보호사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
한다. 인력 현황의 세부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인 이

<표 4-4> 서비스 제공 인력 세부 현황
인력구분

2016년 말 기준

2015년 대비 증감

요양보호사

313,013명

6.2% 증가

사회복지사

14,682명

5.5% 증가

간호사

2,675명

1.6% 감소

간호조무사

9,080명

0.2% 감소

기타(의사, 물리치료사 등)

4,792명

-

출처: 보건복지부(2016)

력 9%

호

서비스 제공 인 의 0 를 차지하는 요양보 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설

제도의 서비스 제공에서 가장 큰 역할을 수행하는 주체로, 노인요양시

센터에서 신체 및 가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으로 정의된
다. 요양보호사 제도는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행에 대비하기
및 재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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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겨난 것으로, 나이와 학력 제한 없이
지정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후 자격시험에
합격하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교육 내용은 이론, 실기, 실습 각 80시
간씩 총 240시간을 이수해야 하며, 1차와 2차 두 차례의 시험을 치르게
위해 국가자격제도를 신 하면서 생

된다.

4) 재정
(1) 재원의 구성

본

한국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사회보험 방식을 기 으로 하며, 일부

진 형태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 수입에서 가
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장기요양보험료 수입이며 그다음으로 국가
부담금, 그리고 이외에 본인일부부담금 등으로 조달된다.
먼저 총수입의 65.8%(2016년 기준)를 차지하는 장기요양보험료의 경
우 2018년부터 건강보험료의 7.38%를 전 국민을 대상으로 부과한다. 장
기요양보험료율은 2008년 4.08%에서 2010년 6.55%로 인상된 후 동일한
수준을 유지되다가, 2018년에 0.83%포인트가 오른 수준이다.
다음으로 국가부담금의 경우 국고지원금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부
담이 이에 해당한다. 국고지원금의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8조에
따라 국가는 당해연도 장기요양보험 예상수입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을 공단에 지원하도록 되어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은 의료급
여수급권자의 급여비용과 관리운영비 등 기타 행정비용을 부담하도록 되
공적 부조 재원이 더해

어있다.

마지막으로 본인일부부담금의 경우 급여의 종류에 따라 부담 비율이
달라지는데, 재가급여 수급자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20%를, 시설급
여 수급자는 15%를 부담하게 된다. 또한 의료급여 수급권자, 소득과 재
산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감 대상자의 경우 각 비율의 50%만을 부담하
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는 전액 면제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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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정 현황 및 계획
2013년～2016년까지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 현황을 보면, 수입과 지출
모두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먼저 지출 측
면부터 보면, 2016년 장기요양 급여비용(보험급여비 항목) 지출은 약 4조
4,204억 원으로, 이는 2008년 제도 도입 시점의 급여비용인 4,267억 원에
비해 10배가량 증가한 것이다. 이는 일부 수급자 규모가 확대된 것에서
도 기인하지만, 급여 수준을 지속적으로 인상해 온 것을 주된 이유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지출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보험료와 그에 비례하는 국
고지원금 등을 꾸준히 상승시켜 수입 역시 계속해서 증가해왔으며, 이를
통해 전체적으로 흑자 재정을 유지할 수 있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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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 노인장기요양보험 연도별 재정 현황
단위: 천 원

연도

2013

2014

2015

2016

소계

3,831,212,265 4,148,579,839 4,388,391,899 4,729,679,770

보험료(A1)

2,542,097,685 2,704,720,549 2,883,322,196 3,091,599,172

국고지원금(A2)
의료급여 부담금
수 (A3)
입
국가부담금(A3-1)
지방자치단체
부담금(A3-2)
기타(A4)

459,058,000

503,301,000

516,596,000

552,470,000

743,938,636

802,459,447

884,886,798

976,066,589

35,068,334

36,248,247

35,588,217

35,314,971

708,870,302

766,211,200

849,298,581

940,751,618

86,117,944

138,098,843

103,586,905

109,544,009

소계

3,317,961,158 3,849,660,317 4,313,950,244 4,722,659,021

보험급여비(B1)

3,099,533,550 3,598,415,607 4,036,195,047 4,420,370,526

재가급여비(B1-1)

1,493,254,561 1,702,269,315 1,968,502,205 2,153,769,470

시설급여비(B1-2)

1,598,158,349 1,886,698,185 2,057,396,588 2,253,686,264

가족요양비(B1-3)
지
출 의사소견서
발급비용(B1-4)

1,026,503

1,154,327

1,244,840

1,290,329

6,904,112

8,088,445

8,806,265

11,376,761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B1-5)

190,025

205,335

245,149

247,702

관리운영비(B2)

178,158,578

197,666,535

200,241,507

216,446,089

40,269,030

53,578,175

77,513,690

85,842,406

기타(B3)
총수지율(B/A) (%)

87

93

98

100

보험료대 급여비율
(B1/(A1+A2+A3)) (%)

83

90

94

96

출처: 국가통계포털.

처럼 아직까지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이 흑자 상태를 보이고 있
지만, 총수지율과 보험료 대 급여비율 항목은 재정적 부담의 증가를 나
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수입 대비 비용의 비율인 총수지율은 2013년
87에서 계속 증가하여 2016년에는 100으로, 수입과 동일한 지출이 발생
하고 있다. 또한 보험료 대 급여비율 또한 2013년 83이었던 것이 지속적
으로 증가해 2016년에는 96으로, 급여 수준의 확대를 보험료 수입이 따
이

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2010년 이후로 동일 수준으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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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보험료율을 2018년부터 인상한 것 또한 재정적 부담의 증가에 대응
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다.
장기요양급여 인정률의 지속적 증가, 대상자의 확대, 급여 수준의 인
상은 앞으로의 재정적 부담을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10～20년 내로 베이비붐 세대가 장기요양 수요 연령대에 진입하게 되고,
베이비붐 세대는 현 노인세대에 비해 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정보인식
수준과 이용의사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이호용 외, 2017) 향후 재정
지출 규모가 더욱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여, 정부는 2018년～2022년 제2차 장기요양 기본
계획에서 초고령사회에 대응하여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여
되

러 대비책을 계획하고 있다. 첫 번째로, 안정적인 보험재정 확보를 위해

6

액

%

규정인 20%
까지 확대하고, 장기적으로 추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또한 재정 전반의 효율 개선을 위해 장기요양보험제도의 거버
넌스 체계 개편도 검토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장기요양 수가체계 합리화
를 위해 수가 결정구조를 개선하고, 가감산 제도를 정비하여 수가체계의
효율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불필요하게 새어나가고 있는 부
분인 부정수급의 관리를 강화하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부정수급 및 부당청구 등 재정 누수 방지를 위한 방안을 한층
강화하고, 장기요양기관의 회계 투명성을 개선하는 등 재정 규율을 확립
하는 것이 이에 포함된다(보건복지부, 2018).
201 년 기준 수입 의 18.1 에 불과한 국고지원금 비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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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독일의 수발보험
1. 독일의 수발보험의

개요 및 설명

세계 최초로 사회보험제도를 통해 사회의 장기요양 수요에 대
응하기 시작한 국가이다. 독일의 고령화는 다른 어느 국가보다 빠른 속
도로 진행되었으며, 이로 인해 제도 도입 시점인 1995년에는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층이 증가하여 노인의료비용이 증가하고 있었다. 이에
소요되는 사회부조 비용이 증가하고 돌봄에 대한 가족의 부담이 심화되
면서, 제도적인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이를 배경으
로 1995년 1월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요양서비스를 안정적
으로 공급하기 위해 다섯 번째 사회보험으로서 장기요양보험(이하 수발
보험)이 시행되기 시작하였다. 독일의 수발보험은 독일 사회보장에 남아
있던 여백을 매웠으며, 장기요양에 필요성이 안고 있는 위험에 대한 안
전장치가 새로운 기반에 설 수 있게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최정화,
2014).
독일 수발보험은 의료보험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데, 의료보험 가입자
는 의무적으로 수발보험에 가입되게 된다. 독일 의료보험은 공적 의료보
험과 민간 의료보험으로 나누어지며 이에 따라 수발보험 또한 공적 수발
보험과 민간 수발보험으로 구분된다.
독일 수발보험의 원칙에는 ‘재가급여 우선의 원칙’, ‘예방과 재활 우선
의 원칙’ 그리고 ‘예산 원칙’2)이 있다(선우덕 외, 2016). 재가급여 우선의
원칙은 장기요양 대상자가 최대한 자신의 집과 기존 지역사회 환경에 계
속 머무를 수 있도록 재가 요양 또는 가족 및 이웃의 요양 제공을 우선
적으로 지원하고자 한다(SGB Ⅺ, 3). 예방과 재활 우선의 원칙은 사후적
독일은

2) 예산 원칙이란 급여로 지출될 총예산금액을 먼저 정하거나 전체 보험료 수입액의 일정
부분을 확정해놓고 이에 맞춰 보험급여의 양을 조절하는 것으로 독일의 수발보험은 부
분보장형 사회보험제도임을 보여주는 원칙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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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

료

태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을 의미한다(SGB Ⅺ, 5). 마지막으로
예산 원칙은 총예산금액을 정해놓고 보험급여의 양을 조절하는 것으로,
독일의 수발보험은 장기요양에 필요한 비용을 모두 충족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일정 부분 보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수발보험이 시행된 이후 독일은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사회 변화
에 대응하기 위해 여러 차례의 개편을 추진해왔다. 독일 내에서 ‘장기요
양개혁(Pflegereform)’으로 불리는 주요 개혁이 네 차례 있었는데, 각각
2008년 장기요양지속발전법, 2012년 신(新)장기요양이행법, 2015년 장기
요양강화법Ⅰ 그리고 2017년부터 시행 중인 장기요양강화법Ⅱ가 그것이
다. 각 개혁의 핵심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장기요양지속발전법에서
는 재가급여 우선 원칙에 따라 재가급여인 현금급여액과 서비스 급여액
치 보다는 적절한 예방급여와 치 급여를 행하여 요양이 필요한 상 의

수준을 확대하였다. 이 급여들은 이후 2010년과 2012년에도 계속 상향

료 또한 0.25% 인상하였다.
다음으로 2012년 신(新)장기요양이행법에서는 늘어나는 치매 환자들을
위한 급여를 개선하고 비공식 수발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삼았다. 2015년 장기요양강화법Ⅰ은 재가급여와 시설급여의 예
산을 확대하였으며, 무엇보다 가족 수발자 지원 강화를 가장 큰 목적으
로 삼았다. 마지막으로 가장 최근의 2017년 장기요양강화법Ⅱ에서는 등
급체계를 기존의 3등급에서 5등급 체계로 변경하는 등의 개편이 있었다.
조정되도록 하였으며, 급여 인상과 함께 보험

2. Gilbert and Terrell의

네 가지 차원에서의 분석

) 당
(1) 장기요양보험제도 가입자 및 수급 대상자
독일 장기요양보험은 연령 등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제도로서, ‘장기요양보험은 의료보험에 따른다’는 기본 원칙에 따
라 모든 의료보험 가입자는 의무적으로 장기요양보험인 수발보험 가입자
1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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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

민간보험으로 나누어진다. 공적의
료보험 가입자는 연간 총수입 일정액 미만인 근로자와 일정 기준에 따른
임의가입자이며, 임의가입자는 본인 의사에 따라 공적 또는 민간장기요
양보험 중 선택도 가능하다. 공무원 및 일정액 이상의 고소득자는 민간
의료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김정태, 2009). 장기요양보험 역시 공적장기요
양보험과 민간장기요양보험으로 구분되는데, 모든 국민은 둘 중 하나의
형태에 가입할 것을 법률로 강제하고 있다. 민간의료보험 가입자는 동일
한 보험사에서 의료보험 가입자의 장기요양보험 가입을 무조건 허락하여
야 한다(BMG, 2010, 선우덕, 2016 재인용).
다음으로 수급 대상자의 경우, 독일은 연령,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보
험가입자에게 신청 자격을 부여한다. 즉, 노인이나 노인성 질환자만을 대
상으로 하는 한국과 달리 전 국민이 수급 대상자로서의 자격을 갖는 것
이며, 장애인을 대상자로 포함하는 것에서도 차이가 있다. 신청자 중 장
기요양급여 수급자가 되기 위한 기준은 ‘요양이 필요한 상태인 자’로서,
신체적·정신적·정서적 질병이나 장애로 인하여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일
상활동을 수행하는 데 최소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타인의 도움을 상당
히 필요로 하는 자를 의미한다(사회법전 제11권 제14조).
가 된다. 독일 의 보험은 공적보험과

(2) 수급 현황

건

따르면, 2016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공
적 장기요양보험 가입자는 7,195만 명, 민간 장기요양보험 가입자는 932
만 명으로 파악된다(BMG, 2017). 수급자는 총 약 294만 명, 각각 공적
장기요양보험 275만 명과 민간 장기요양보험 19만 명으로 공적 장기요양
보험 수급자가 대부분인 94%를 차지한다. 지금부터의 논의는 공적수발
보험에 한하여 진행하도록 한다.
독일 연방 보 부의 통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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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6> 수발보험 수급자 현황
단위: 명

항 목
재가급여
시설급여
합 계
총 합

공적 수발보험
사적 수발보험
1,974,197 (71.8%)
136,724 (72.5%)
775,004 (28.2%)
51,843 (27.5%)
2,749,201 (100.0%)
188,567 (100.0%)
2,937,768

출처: BMG(2017).

종류별로는 재가급여가 72%로, 시설급여에 비해 재가급여 수
급자가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급여의

<표 4-7> 급여 종류별 수급 현황
단위: 명

연 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6.30.

재가급여
1,358,201
1,432,534
1,537,574
1,577,844
1,600,554
1,667,108
1,739,337
1,818,052
1,907,095
1,974,197
2,327,799

비 율
66.9%
67.8%
68.8%
69.0%
69.1%
69.6%
70.1%
70.8%
71.6%
71.8%
75.0%

시설급여
671,084
680,951
697,647
709,955
714,882
729,546
740,253
750,884
758,014
775,004
776,040

비 율
33.1%
32.2%
31.2%
31.0%
30.9%
30.4%
29.9%
29.2%
28.4%
28.2%
25.0%

합 계
2,029,285
2,113,485
2,235,221
2,287,799
2,315,436
2,396,654
2,479,590
2,568,936
2,665,109
2,749,201
3,103,839

출처: BMG(2017).

난 10년간 재가급여 수급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2007년 전체 수급자의 67%였던 재가급여 수급자가
2017년 75%로 증가하였고, 수급자의 절대치도 136만 명에서 233만 명으
로 70% 이상 늘어났다. 이는 같은 기간 시설급여 수급자 수는 16% 증
가에 그친 것과 비교하면 훨씬 높은 수준이다. 독일 수발보험은 도입 시
부터 재가서비스가 시설서비스에 우선한다는 원칙을 적용하고 있고, 이
를 강화하기 위해 2008년 개혁을 시작으로 재가급여액 수준을 지속적으
로 확대해왔다. 따라서 재가급여 수급 비율 증가는 재가급여 우선의 원
칙에 따른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위 표를 보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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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판정 등급별 수급 현황을 보면, 재가급여와 시설급
여 모두 가장 경미한 수발등급Ⅰ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다 으로 수발보험

<표 4-8> 재가급여 등급별 수급 현황
단위: 명

재가급여
수발단계 Ⅰ
수발단계 Ⅱ
수발단계 Ⅲ
중증단계1
합계

2015년 12월 31일
수급자 수
비율
1,213,683
63.6%
539,110
28.3%
154,302
8.1%
3,094
2.0%
1,907,095
100.0%

2016년 12월 31일
수급자 수
비율
1,274,300
64.5%
546,027
27.7%
153,870
7.8%
3,204
2.1%
1,974,197
100.0%

1

수발단계 Ⅲ 수급자 중 특별히 위중한 경우

출처: BMG(2017).

<표 4-9> 시설급여 등급별 수급 현황
단위: 명

시설급여
수발단계 Ⅰ
수발단계 Ⅱ
수발단계 Ⅲ
중증단계1
합계

2015년 12월 31일
수급자 수
비율
324,693
42.8%
283,941
37.5%
149,380
19.7%
7,700
5.2%
758,014
100.0%

2016년 12월 31일
수급자 수
비율
338,720
43.7%
290,064
37.4%
146,220
18.9%
7,482
5.1%
775,004
100.0%

1

수발단계 Ⅲ 수급자 중 특별히 위중한 경우

출처: BMG(2017).

<표 4-10> 급여 종류 및 등급별 수급 현황: 2017 신설 등급체계 적용
수발등급
Ⅰ
Ⅱ
Ⅲ
Ⅳ
Ⅴ
합계
등급 이전1

재가급여
수급자 수
비율
75,607
3.2%
1,211,569
52.0%
651,122
28.0%
280,731
12.1%
108,770
4.7%
2,327,799
100%
1,835,427
78.8%

시설급여
수급자 수
비율
3,027
0.4%
191,811
24.7%
231,233
29.8%
222,075
28.6%
127,894
16.5%
776,040
100%
706,166
91.0%

합계
수급자 수
78,634
1,403,380
882,355
502,806
236,664
3,103,839
2,541,593

비율
2.5%
45.2%
28.4%
16.2%
7.6%
100%
81.9%

¹2017년 새로운 등급체계로 이전되어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계속 받는 사람의 수
출처: BMG(2017).

위 표를 보면, 재가급여의

64%

Ⅰ

당

설

정도가 수발등급 에 해 하며,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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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43% 정도로 수발등급Ⅱ와의 비중 차이가 재
가급여에 비해 작은 것을 알 수 있다. 2017년부터 새롭게 개편된 등급체
계를 적용할 경우 재가급여에서는 수발등급Ⅱ가 50% 정도로 가장 큰 비
중을 차지하고, 시설급여에서는 수발등급Ⅲ과 Ⅳ가 각각 30%, 29%로 가
장 큰 비중을 차지하여 수급자의 등급별 분포가 이전 등급체계에서와 달
라진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등급 분포의 변화는 새로운 판정 체계
개편에 따른 것인데, 다음의 수급 인정체계 부분에서 살펴볼 것이다.
급여의 경우 수발등급 은

(3) 수급 인정체계

청 자격을 가
진 대상자 혹은 대리인, 법적 보호자가 가입한 장기요양보험조합에 등급
판정 신청을 해야 한다. 신청을 받은 장기요양보험조합은 등급 판정을
위해 자격 심사를 실시하게 되는데, 장기요양보험조합은 별도의 기구나
인력을 운영하지 않고 공적 의료보험 소속 의료지원단체 MDK
(Medizinischer Dienst der Krankenkassen)에 의뢰하여 진행한다. MDK
에서는 소속 간호사 또는 의사 1인이 장기요양등급 신청자의 의료기록
등 관련 자료를 사전에 검토한 후,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 청결, 영양, 이
동, 가사 관리 영역을 중심으로 조사를 실시한다(SGB Ⅺ, 14). 장기요양
필요 여부와 등급판정에 있어 기준이 되는 요인에는 일상생활 활동의 종
류 및 빈도, 하루 중 해당 활동들의 수발 시간대와 필요한 시간 소비량
등이 있다. 또한 의료적 재활급여를 포함하여 요양이 필요한 상태를 제
거, 감소,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의 필요 여부와 조치로 인한 개선
가능 범위에 관해서도 확인하게 된다. 2017년부터는 신청자의 독립성 여
부와 정도가 등급판정의 기준에 포함되어, 일상생활에 필요한 능력이 아
직 존재하는지 그리고 이와 관련된 행동을 독립적 혹은 타인 의존적인
방식 중 어떠한 형태로 수행하고 있는지를 함께 판단하게 된다(최낙관,
2017).
일련의 조사 과정을 거친 후 MDK는 신청자에 대해 판정한 장기요양
독일 수발보험의 장기요양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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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를 장기요양보험조합에 권고하고, 장기요양보험조합
은 신청 후 5주 이내에 신청자에게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만약 지연이
발생할 경우, 주당 70유로씩을 신청자에게 지불하도록 되어 있다(BMG,
2016).
앞서 언급했듯이 2017년부터 판정 등급체계가 새롭게 개편되었다. 기
존에는 공식적으로 3등급에 더하여 0등급(등급판정을 받지 못했으나 치
매와 같이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 및 ‘특별히 위중한 경우
(Härtefall)’(수발단계Ⅲ 중 특별히 많은 수발이 필요한 경우)가 추가되었
다. 2017년부터는 공식적으로 5등급 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개편 이전에
이미 등급을 인정받고 요양서비스를 받고 있던 수급자들은 재판정 절차
없이 기존보다 더 나은 서비스의 등급을 인정받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
등급과 급여의

고 있다.

<표 4-11> 수발 등급체계 개편에 따른 조정
수발단계(Pflegestufe)
: 2017년 이전

수발등급(Pflegegrad)
: 2017년 이후

수발단계 없음/일상생활능력 제한(유)
Pflegestufe 1/일상생활능력 제한(무)
Pflegestufe 1/일상생활능력 제한(유)
Pflegestufe 2/일상생활능력 제한(무)
Pflegestufe 2/일상생활능력 제한(유)
Pflegestufe 3/일상생활능력 제한(무)
Pflegestufe 3/일상생활능력 제한(유)
중증 수발(Härtefälle)

Pflegegrad
Pflegegrad
Pflegegrad
Pflegegrad
Pflegegrad
Pflegegrad
Pflegegrad
Pflegegrad

Ⅱ
Ⅱ
Ⅲ
Ⅲ
Ⅳ
Ⅳ
Ⅴ
Ⅴ

출처: SGB Ⅺ, 140에서 재구성

듯 개편에 따라 수급자들은 기존 등급보다 더 높은
등급으로 자동 인정된다. 수급 현황에서 등급 조정 이후 등급 분포가 달
라진 것 또한, 기존 등급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던 수발단계Ⅰ이
새로운 등급체계에서 수발등급Ⅱ로 이전된 결과임을 알 수 있다
표에서 알 수 있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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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수발단계에서 수발등급으로 등급체계가 전환되면서 수발등급 에 대

새롭게 규정되었다. 등급체계 개편에 따른 조정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기존 수급자들은 개편 이후 모두 수발등급Ⅱ 이상으
로 전환되었다. 수발등급Ⅰ은 등급체계 개편 이후 새로 신설되는 것이며,
이를 통해 지금까지 돌봄의 사각지대에 있던 잠재적 이용자들을 위해 상
한 급여와 서비스가

담이나 요양 보조도구 등을 제공하는 혜택을 제공하게 된다.

)
(1) 급여의 제공 원칙

2 급여

선

본

독일 수발보험에서는 급여와 관련하여 ‘재가급여 우 의 원칙’을 기

설

으로 하여, 시 에서의 요양보다는 수급자 자신의 생활환경에서의 예방
과 재활에 초점을

둔다.

독일 수발보험의 목적은 수급자의 장기요양에

디까지나 부분적으로 보완
을 해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는 독일 수발보험법에 명시된 경
제성의 원칙과도 연결되는데, 급여는 효과적이고 경제적이어야 하므로,
급여는 필요한 정도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수발보험법
제29조). 구체적인 지급 형태는 수발등급에 따라 일정 수준까지 정해진
급여를 지급하고, 그 이상 소요될 경우 전액 수급자 본인이 부담하게 된
다. 급여마다 일정 비율의 본인부담금이 포함되는 한국의 형태와는 차이
필요한 비용을 모두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어

가 있다.

(2) 급여의 종류
독일 수발보험 급여의 가장 큰 특징은 현금급여와 재화 및 서비스 급

선택권을 보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수발보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급여의 종류에는 재가급
여, 시설급여, 비공식적 요양 인력(informal caregivers)에 대한 급여 세
가지이다(Schultz, 2010).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 급여와 함께 수발보험
여

형태를

써

모두 제공함으로

사회서비스 수급자의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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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측면에서 한국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재가급여에서 현금
급여를 제공한다는 점과 법적으로 비공식적 요양 인력에 대한 급여를 명
시한 점으로 볼 수 있다. 현금급여를 어떠한 방식으로 사용할 것인지는
대한 제한 규정은 없으며 수급자 본인의 자유의사에 따른다.
급여의

가. 재가급여
재가급여는 크게 현금급여, 서비스 급여, 현금과 서비스의

혼합급여

세 가지로 구성되며, 이외에 대리수발과 요양 보조도구
(Pflegehilfsmittel), 주거환경개선 지원금이 포함된다. 2017년부터 적용되
는 수발 등급체계에서 2～5등급은 서비스 급여를 요구할 수 있으며(최낙
관 2017), 어떠한 형태의 급여를 받을지 본인이 선택할 수 있다. 또한 현
금급여와 서비스 급여의 혼합 비율도 수급자가 정할 수 있다. 다음은
2017년부터 새롭게 적용된 재가급여의 항목별 수준이다.
먼저 서비스 급여의 경우 기초 요양(Grundpflege)과 가사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사회법전 제11권 제36조). 2013년 1월부터는 가정내 돌봄
(häusliche Betreuung) 서비스가 잠정적으로 추가되었는데, 이는 수급자
와 그 가족이 대화를 나누고 사회관계를 유지하는 등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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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2> 독일 수발보험의 재가급여 항목 및 등급별 급여 내용
수발등급
Ⅰ

수발등급
Ⅱ

수발등급
Ⅲ

수발등급
Ⅳ

수발등급
Ⅴ

현금급여(월)
서비스
급여(월)
단기수발

125유로

316유로

545유로

728유로

901유로

-

689유로

1,298유로

1,612유로

1,995유로

-

연간 1,612유로

대리수발
요양
보조도구
주거환경개선
지원금

-

연간 1,612유로

구 분

월 40유로
4,000유로

출처: 최낙관(2017)에서 재구성

음

액

다 으로 현금급여는 수급자에게 일정 금 의 현금이 지급되는 것으

매 거

터

로, 수급자는 이것으로 공식적인 요양서비스를 구 하 나, 가족으로부

요양서비스를 받으며 돌봄의 대가로 제공할 수 있다. 현금급여의 수준은

4 ～50%

서비스 급여와 비교하여 0

수준이다.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

재가급여 수급자 중 현금급여 수급 비율이 80 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
는 상황이다. 이에
재정 부담을

따라 현금급여의 존재가 독일 수발보험 운영에 있어

완화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외
경개선 지원금이

거

이 에 재가급여에서는 추가적으로 대체급여와 요양 보조도구, 주 환
제공된다. 먼저 대체급여는 요양서비스 제공자가 단기

간 서비스 제공을 하지 못하는 경우

매년 6주, 최대 1,612유로까지 지급

이 가능하다. 이는 가족이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있을 경우에도 적용되

매년 6주, 수급자가 받고있는 현금급여액의 1.5배까지 지급이 가능하
다. 요양 보조도구는 수급자의 장기요양을 돕도록 지원 또는 대여하는
기구와 물품으로 월 최대 40유로가 지급된다. 마지막으로 주거환경개선
지원금은 수급자가 주거환경을 개선함으로써 가정에서 요양이 가능할 경
우, 건당 최대 4,000유로까지 지급되는 급여를 말한다.
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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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나. 시 급여

설

독일 수발보험에서 시 급여는 재가급여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선

음

이용하도록 하고 있어서, 재가급여 우 의 원칙을 반영하고 있 을 알
수 있다. 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는 일정 등급 이상의 수급자들에

본인이 원할 경우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것과 차이가 있다.
독일 시설급여는 완전주거시설, 부분주거시설에서의 요양서비스 및 단
기보호로 구성된다. 먼저 완전주거시설은 요양원(요양원(Pflegeheim), 양
로원(Altenheim) 그리고 노인공동주택(Altenwohnheim))으로 구분되나,
최근에는 세 유형의 시설이 혼합되어 운영되므로 개념을 명확히 구분하
여 사용하지는 않는다(선우덕, 2016). 다음으로 부분주거시설은 시설급여
중 주·야간 보호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을 의미한다. 또한 부분주거
시설에서는 단기보호도 제공하는데, 이는 재가급여 수급자가 예외적으로
일정 기간동안 요양원 또는 병원에서 거주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다음
은 2017년부터 적용되는 시설급여의 세부 항목별 급여 수준을 나타낸 표
대해

이다.
<표 4-13> 독일 수발보험 시설급여 항목 및 등급별 급여 내용
수발등급
Ⅰ

수발등급
Ⅱ

수발등급
Ⅲ

수발등급
Ⅳ

수발등급
Ⅴ

완전주거시설급여

125유로

770유로

1,262유로

1,775유로

2,005유로

부분주거시설급여

-

689유로

1,298유로

1,612유로

1,995유로

주·야간 보호

-

689유로

1,298유로

1,612유로

1,995유로

출처: 최낙관(2017)에서 재구성

(3) 비공식 요양 인력에 대한 급여
독일 수발보험에서는 법적으로 재가급여, 시설급여와 함께 가족 돌봄
자나 자원봉사자와 같은 비공식 요양 인력에 대한 급여를 명시하고 있
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과 독일 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운영되고 있는 비

므

공식 요양 제공자 지원정책에 초점을 맞추고자 하 로, 이 부분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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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장

겠

비공식 요양 제공자 지원정책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다루도록 하 다.

3) 전달 체계
(1) 제도 관리운영체계
섯

료

령

독일의 수발보험은 의 보험, 노 보험, 연금보험,

실업보험에 이어 다

번째로 도입된 사회보장제도로서, 운영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고려하

새로운 관리 주체를 신설하지 않고 의료보험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의료보험과 건물, 기술적 지원 및 직원들을 공동으로 사용하지만, 법률에
근거하여 독립된 법인으로 자체적으로 정관을 작성하고 운영된다. 따라
서 의료보험과 별도로 권한과 책임, 재정의 독립성 등이 보장되고, 이는
한국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운영 형태와 유사하다.
여

장기요양보험과 관련하여 독일 연방정부는 사회보험 계획이나 사회안

코 (Social Code Book) 등 법적 체계를 담당하고, 주 정부는 독일 전
지역에 효율적인 장기요양 인프라가 형성되고 유지될 수 있도록 운영 측
면에서의 책임을 담당하고 있다(SoVD, 2013, 최정화, 2014). 수발보험의
법정 담당 기관이자 보험자는 장기요양보험조합으로서, 재정 및 급여 관
리, 수가 관리, 등급 결정, 평가결과 공포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전 드

(2) 급여 수급체계(서비스 이용체계)

장기요양 급여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앞서 설명한 MDK의

조사를 통

판정절차를 거쳐야 하며, 결과를 통보받은 수급 대상자는 자신이 지
급받고자 하는 장기요양 급여 종류를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재
가급여와 시설급여의 서비스 제공자와 급여 제공 계약을 맺은 뒤 서비스
를 이용하고, 이 과정에서 최대 급여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
급자 본인이 지불한다.
한

(3) 서비스 제공인력

력

독일 수발보험의 서비스 제공인 은 크게 공식 요양서비스 제공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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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식 요양서비스 제공자로 구성되며, 비공식 요양서비스 제공자의 비

당

중이 상 히 큰 국가로

볼 수 있다. 장기요양의 책무를 사회적 공적 역

할로 변화시키고자 수발보험을 도입하였지만, 독일에서 가족은 여전히

7

돌봄의 주된 주체이다. 가족이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200 년 장

3

던 것이 2013년에는 125만 명으로 증가했

기요양 수급자 중 10 만 명이었

(

림 외, 2017). 장기요양 수급자의 절대치가 증가한 것을 고려하더
라도, 독일에서의 비공식 요양 인력은 여전히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다. 장기요양이 필요한 사람 중 70% 이상이 가족이나 친구의 돌봄을 받
는다고 파악되고 있다(Wetzstein M et al., 2015).
먼저 공식 요양서비스 제공자의 경우, 간호인력과 노인수발전문인력으
로 구성된다. 간호인력은 간호사와 같은 의료인이며, 노인수발전문인력은
우리나라의 요양보호사와 같은 개념으로 노인수발사와 노인수발보조사가
있다. 수발전문인력은 표준화된 노인수발교육에 의해 양성되는데, 국가자
격시험이 아닌 민간 교육기관에서 교육이 이루어진다(최정화, 2014).
2014년～2015년의 기간 동안 약 13만 7천 명 이상의 간호·수발 전문인력
이 교육과정에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노인전문수발교육과정
에 해당하는 인원은 7만 명 정도이다(선우덕, 2017). 다음 표는 공식 요
양서비스 제공 인력의 현황을 보여준다.
다 오정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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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4> 공식 요양서비스 제공 인력 현황
단위: 명

구분

2007

2009

2011

2013

2015

시설
요양
기관

전체

573,545

621,392

661,179

685,447

730,145

상근
인력

202,764

207,126

212,416

203,715

209,881

재가
서비스
기관

전체

236,162

268,891

290,714

320,077

355,613

상근
인력

62,405

71,964

79,755

85,866

96,701

출처: 독일 연방 통계청, 2015년 기준.

설
종사자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요양시설 종사자의
54.2%, 재가서비스 종사자의 70.5%가 비상근, 저임금 피고용자로서 근로
형태가 불안정한 것으로 평가되며(이호용 외, 2012). 전체 인력의 수는
증가했으나 요양시설 상근 근로자의 수는 2007년 20만 3천 명에서 2015
년 21만 명으로 크게 변화가 없다는 점도 이러한 문제를 보여주고 있다.
다음으로 비공식 요양 제공자의 경우, 여전히 현황에 대한 파악이 정
확히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다. German Health Update(Wetzstein M
et al., 2015)의 조사에 따르면, 요양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정
기적으로 비공식 돌봄을 제공하고 있는 성인의 수는 약 470만 명으로 추
정된다고 한다. 이러한 비공식 요양 제공자 중 90%가 가족 구성원이며,
10%는 친구 혹은 이웃과 같은 지인으로 구성된다. 성별은 65%가 여성,
35%가 남성이며 연령별로는 55-69세가 총인원의 1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연령 측면에서 비공식 요양 제공자의 고령화가 문제가
되고 있으며, 특히 이는 돌봄자 역할을 더 많이 담당하고 있는 여성에서
더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위 표를 보면 요양시 과 재가서비스 영역 모두에서

4) 재정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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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원의 구성

독일 수발보험의 재원은 전체가 보험자들이

납부하는

료

보험 로 구성

항목에서 조세가 사용되는 한국과는 차이가 있다. 재정
구조는 이원적 형태로, 급여지출비용과 경상운영비용은 장기요양보험조
합이 보험료 수입 내에서 담당하고, 시설 유지와 투자 등 설치비용은 주
된다. 이는 일부

정부가 부담한다.

료
995년 제도 도입 시 총소득의 1.0%였으며, 급여 수준과
수급자 규모의 확대에 따라 지속적으로 확대되었다. 특히 2013년부터는
거의 해마다 보험료율이 인상되고 있는데, 2013년 총소득의 2.05%였던
것이 2017년부터는 총소득의 2.55%로 증가했다. 또한 자녀가 없는 23세
이상의 피보험자는 0.25%가 추가되어 2.8%가 적용된다. 독일 수발보험
의 재정은 2008년부터 흑자로 전환되었지만, 그 이전까지의 누적 적자로
인해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했던 것이다(최낙관, 2017).
보험료 납부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고용인과 피고용인이 절반씩 부담
하며, 자영업자는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 월 소득 450유로 이하의 미니잡
(Minijob)의 경우 고용주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고, 피고용인이 원할 경
우 장기요양보험에 가입할 의무는 없다. 또한 월 소득이 450유로 이상
850유로 이하의 미디잡(Midijob)의 경우에는 감액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BMG, 2016, 선우덕, 2016 재인용).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 등 향후 계속해서 발생할 장기요양 수요 증
가에 대비하기 위한 장치의 일환으로 2015년부터는 수발보호기금
(Pflegevorsorgefonds)을 도입하였다. 급여와 서비스 확대, 수발인력 확충
과 보험료율 유지를 목적으로 하며, 매년 장기요양보험료 수입의 0.1%를
20년 동안 적립하도록 계획되었다(BMG, 2016, 선우덕 2016 재인용).
(2) 재정 현황 및 계획
보험 율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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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5> 독일 수발보험의 총수입 및 총지출 현황
단위: 십억 유로

연도

총수입

총지출

순익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16.87
17.49
18.49
18.02
19.78
21.31
21.78
22.24
23.04
24.96
25.91
30.69
32.03

17.7
17.88
18.03
18.34
19.14
20.33
21.45
21.93
22.94
24.33
25.45
29.01
31

-0.82
-0.36
0.45
-0.32
0.62
0.99
0.34
0.31
0.1
0.63
0.46
1.68
1.03

출처: BMG(2017). 총지출은 행정비용 포함.

<표 4-16> 독일 수발보험의 급여별 지출액 현황
단위: 십억 유로

연도

재가급여

시설급여

합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8.4
8.9
9.6
10.2
10.4
11.1
12.3
13.1
14.6
16.5

9.1
9.3
9.8
10.3
10.5
10.8
10.9
11.2
12.1
12.4

17.4
18.2
19.3
20.4
20.9
21.9
23.2
24.2
26.7
28.3

출처: BMG(2017).

총수지 현황을 보면, 2008년부터는 적자에서 벗어나 꾸
준히 흑자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수지차액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6
독일 수발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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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 유로 선이다.
급여별 지출 규모를 보면, 2016년 기준 재가급여에 165억 유로, 시설
급여에는 124억 유로가 지출되었다. 수입과 지출 모두 지속적으로 증가
하였는데, 2007년 총수입 169억 유로, 총지출 177억 유로 수준에서 2016
년 총수입 320억 유로, 총지출 310억 유로로 두 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특히 그중에서도 재가급여 지출액의 증가가 상대적으로 더 크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시설급여는 2007년 91억 유로에서 2016년 124억 유로로
36% 증가한 데 비해 재가급여 지출은 2007년 84억 유로에서 2016년 165
억 유로로 두 배가량(96%) 증가하였다. 이는 앞서 할당 차원에서 같은
기간 재가급여 수급자 비율이 70% 이상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독일
수발보험이 추구하는 재가급여 우선의 원칙이 반영된 결과이다. 재정적
인 측면에서 볼 때, 시설급여에 비해 재가급여가 상대적으로 경제적이라
는 점에서 재가급여의 강화는 독일 수발보험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는 역
년 기준 10

할을 하고 있다.

<표 4-17> 현금급여와 서비스 급여의 지출액 및 수급자 수 비중
단위: %

연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지출액 비율
(현금급여:서비스급여)
62
62
62
62
61
62
63
63
64
64

:
:
:
:
:
:
:
:
:
:

38
38
38
38
39
38
37
37
36
36

수급자 비율
(현금급여:서비스급여)
79
79
79
78
79
80
80
80
80
80

:
:
:
:
:
:
:
:
:
:

21
21
21
22
21
20
20
20
20
20

출처: BMG(2017)에서 재구성

재가급여의

세부 항목 중에서도, 현금급여와 서비스 급여의 지출액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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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볼 필요가 있다. 2016년을 기준으로 재가급여 중 기타 급여를
제외한 현금급여와 서비스 급여 부분만을 볼 때, 재가급여 중 현금급여
수급자 비율이 80%를 차지하며 현금급여 비용 지출액은 64% 수준이다.
수급자 비중에 비해 지출액이 비중이 낮은 것은 현금급여의 수준이 서비
스 급여의 40～50% 수준이라는 점 때문이다. 이러한 현금급여의 존재는
장기요양 수급자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동시에, 독일 수발보험 재정 부담
을 줄이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독일 수발보험은 2017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장기요양강화법Ⅱ를 비롯
하여 그 이전의 여러 구조적 제도 개편을 통해 수발이 필요한 모든 사람
에게 급여와 서비스를 확대·강화하는 제도적 실험을 계속하고 있다
(BMG, 2016, 최낙관, 2017 재인용). 동시에 수발보험 대상자 및 급여 수
준의 확대는 비용의 확대를 수반하는데, 수발보호기금을 통해 재정적 부
담과 보험료 인상 등을 방지할 계획이다.
중도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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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한국과 독일의 비교
립

한국과 독일은 독 된 사회보험 방식으로 장기요양보험을 시행하고

참고로 하였다는 점에서 두 국가의 장기요
양보험제도는 많은 유사성을 가진다. 그러나 독일이 한국에 비해 훨씬
오랜 기간 제도를 운영해왔다는 측면에서 제도의 성숙도 차이가 있고,
각 국가가 사회적 맥락에 따라 여러 개편을 추진해왔기 때문에 두 제도
는 여러 면에서 각기 다른 모습을 띠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한국과
독일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세부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이번 절에서는 두
있고, 도입 시 한국이 독일을

국가의 제도를 비교하여 유사점과 차이점을 논의해보고자 한다.

당

1. 할

<표 4-18> 한국과 독일 장기요양보험의 할당
구분

한국

독일

가입자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

의료보험 가입자와 동일

대상자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인 자 중
등급 판정을 받은 자

연령에 관계없이 ‘요양이
필요한 자’로서 등급 판정을
받은 자

등급체계

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

5등급

피보험자, 즉 가입자를
의료보험 가입자와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 단일 의료보험 체계로 운영
되는 한국은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가 자동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에 가
입하게 된다. 한편 독일의 경우 의료보험이 공적 의료보험과 민간 의료
보험으로 나누어져서 운영되기 때문에, 장기요양보험 또한 공적 의료보
험 가입자는 공적 수발보험에, 민간 의료보험 가입자는 민간 수발보험에
가입자 측면에서 한국과 독일은 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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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하게 된다.
대상자 측면에서 한국과 독일의 가장 큰 차이점은 독일의 경우 수발

청 및 급여 수급 자격에 연령 조건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한국은 65세 이상의 노인이거나 65세 미만인 자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보험 신

자에 국한하여 수급 자격을 부여한다. 이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이라는 제

칭

도의 명 에서도 드러나며, 한국이 장기요양보험을 도입할

음

때부터

대상

자로서 노인에 초점을 맞추었 을 알 수 있다. 반면 독일 수발보험에서

령
없
민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보편
적 형태이며, 별개의 정책으로 운영하고있는 한국과 달리 장애인도 이에
포함된다는 점도 차이가 있다.
마지막으로 등급체계의 경우 한국과 독일 모두 기본적으로 5등급으로
수급자를 구분하고 있으며, 두 국가 모두 이전 3등급 체계에서 개편을
거쳐 5등급 체계로 운영하고 있다. 한국은 5등급에 더해 2018년부터 경
증치매 질환자를 위한 인지지원등급을 별도로 신설한 바 있다. 독일은
2017년부터 기존 3등급에서 현행 5등급 체계로 변경하면서, 이 중 수발
등급Ⅰ은 돌봄의 사각지대에 있던 잠재적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를 통해 두 국가에서 모두 장기요양보험의 대상자를 확대하고 있음을
는 연 에 관계 이 장기요양이 필요한 국

알 수 있다.

2. 급여

선 한국과 독일 모두 재가급여를 우선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급여의 종류는 한국은 재가급여, 시설급여를 기본으
로 하여 복지용구급여를 독립적으로 운영하며 특별현금급여 항목을 제공
하고 있다. 특별현금급여는 가족요양비를 비롯하여 세 가지 세부 항목으
로 이루어져 있으나, 현재 가족요양비를 제외한 두 가지는 지급되지 않
고 있다. 한편 독일 수발보험 급여의 종류는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로 구
성되어 있고, 한국의 복지용구급여에 해당하는 요양 보조도구는 재가급
급여 측면에서는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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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에

포함되어있다.

급여의

종류에서

한국과 독일의 가장 큰 차이점은

터 원칙적으로 현

현금급여 정책 운영 부분이다. 한국은 제도 도입 시부
금급여 지급을 금지하고 가족요양비

항목만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

반면 독일은 현금급여를 활발히 운영하고 있고, 재가급여 수급자의 80
가 서비스 급여 대신 현금급여를 택하고 있다.
<표 4-19> 한국과 독일 장기요양보험의 급여
구분

한국

독일

급여
종류

§ 재가급여 우선 원칙
§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
급여, 복지용구급여
§ 의료서비스 제외

급여
수준

§ 급여별, 등급별 월 한도액 설정
§ 급여별, 등급별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은 없으며, 월 한
본인부담금 비율 설정
도액 초과분을 수급자가 부담)
(본인부담금은 재가급여 15%, § 현금급여는 서비스
급여의
시설급여 20%, 복지용구급여
40~50% 수준으로 지급
15% 적용)
§ 비공식적 요양 제공자에 대한
급여 법적 명시

별

§
§
§
§

재가급여 우선 원칙
현금급여 지급 활발
재가급여, 시설급여
의료서비스 제외

별 월 한도액을 설정하고 일정 비

급여의 수준은 한국은 급여 , 등급

본인부담금 규정을 통해 수급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독일 또
한 급여별, 등급별 월 한도액을 설정하고 있지만 별도의 본인부담금 비
율은 없으며,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수급자가 부담하는 형
태이다. 독일 수발보험은 현금급여와 서비스 급여의 급여 수준에 차이를
율의

두고 있는데, 현금급여는 서비스 급여의 절반 이하 수준이다. 이는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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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급여의 오 용을 방지하기 위함이며, 또한 현금급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항목을 통해 재정적

3. 집행체계
집행체계 측면에서 제도의 관리 운영 주체는 한국과 독일 모두 의료
보험에 통합되어 운영되는 형태이다. 그러나 이는 운영의 효율성을 위한
형식적인 차원으로, 두 국가 모두 장기요양보험은 별도의 권한과 책임을
가진 조직으로 운영되며, 독립적인 장기요양보험료 수입원을 통해 재정
적 독립성을 보장받는다. 한편 독일은 단일보험자 시스템인 한국과 달리
다보험자 시스템으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표 4-20> 한국과 독일 장기요양보험의 집행체계
구분

한국

독일

§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의해
운영
(별도 조직으로 운영, 재정
독립성 보장)

§ 의료보험에 의해 운영
(별도의 권한과 책임, 재정
독립성 보장)
§ 법적 체계 담당
: 독일 연방정부
§ 운영업무 담당
: 장기요양보험조합

서비스
이용
절차

1. 대상자 신청
2. 인정 조사
3. 등급판정
(등급판정위원회가 담당)
4. 급여 계약 체결

1.
2.
3.
4.

서비스
제공
인력

§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등
§ 가족인 요양보호사 제도

§ 공식 요양서비스 제공자
: 간호인력, 노인수발전문인력
§ 비공식 요양서비스 제공자

관리
운영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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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신청
등급 판정(MDK가 담당)
판정 등급 통보
급여 계약 체결

거의 유사한 형태인데, 신청 후 등급
판정 절차를 거쳐 급여 계약을 체결하는 순서로 되어 있다. 다만 한국은
등급판정 절차를 담당하는 등급판정위원회를 장기요양보험에서 운영하고
있지만, 독일의 경우 MDK라는 비영리기관이 의뢰를 맡아 진행한다는
서비스 이용 절차는 두 국가에서

점에서 차이가 있다.

력 측면에서는, 한국은 요양보호사를 주축으로 하여 사
회복지사 및 간호사의 공식 인력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 함
께, 장기요양 수급자를 돌보는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면 제한
적인 범위에서 임금을 지급하는 가족인 요양보호사 제도도 시행되고 있
다. 독일의 경우 수발보험의 서비스 제공인력이 크게 공식 요양서비스
제공자와 비공식 요양서비스 제공자로 분류되며, 가족이나 친척 등으로
구성되는 비공식 요양 제공자가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는 독일
서비스 제공인

이 돌봄에 대한 가족의 역할을 중시하는 사회라는 점에 기인하며, 현금
급여 정책의 활성화와도 연결되는 부분이다.

4. 재정
<표 4-21> 한국과 독일 장기요양보험의 재정
구분

한국

독일

재원

§ 사회보험 방식 + 공적 부조 재
원으로 일부 조달
§ 보험료율
: 건강보험료의 7.38%
본인일부부담금

§ 사회보험 방식
§ 보험료율
: 총소득의 2.55%(자녀가 없는
23세 이상의 경우 2.8%)
§ 수발보호기금

재정
현황
및
계획

§ 수입과 지출의 지속적 확대
§ 현재 흑자 상태이나 재정적 부
담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총수
지율, 보험료 대 급여 비율)
§ 국고지원금 확대 및 추가 재원
마련 계획
§ 재정 누수 방지 및 투명성 개
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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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과 지출의 지속적 확대
-재가급여 비중의 확대
§ 급여와 서비스 확대·강화 계
획
§ 수발보호기금을 통한 재정적
부담 방지 계획

립 사회
보험 방식으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다만 한국의 경우 보험료
외 일부 재원을 공적 부조를 통해 조달하고, 일정 비율의 본인부담금도
존재하는 반면 독일은 재원 전체를 보험료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 차이
점이다. 보험료율의 경우 한국은 건강보험료의 7.38%, 독일은 총소득의
2.55%(자녀가 없는 23세 이상은 2.8%)이다. 한국 건강보험료율이 총소득
의 6.12%(2017년 기준)이므로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총소득의 0.45%로, 독
일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한국은 장기보험료율을 제
도 도입 이후 2010년에 한 차례 인상한 이후 동일한 수준을 유지해왔지
만 급여 수준의 확대 등으로 인해 2018년 0.38%p 인상을 단행하였고, 장
기요양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앞으로도 보험료율이 인상
될 가능성이 크다. 독일의 경우 1995년 제도 도입 시 총소득의 1.0%였던
장기요양보험료율을 크고 작은 제도 개편 시 꾸준히 인상하여왔으며, 특
히 2012년, 2014년 그리고 2015년에 연이어 각각 0.2%p씩 증가하였는데
재정 측면에서 먼저 한국과 독일 장기요양보험제도는 모두 독

이는 이전의 누적 적자와 급여 확대 등으로 인한 재정적 부담에 대응하
고자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독일은 장기요양보험 재정 측면에서의

별도

5 터 수발보호기금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장기요양보험료 수입의 0.1%를 20년간 적립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재정현황 및 계획을 보면, 한국과 독일 모두 장기요양보험
재정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먼저 한국은 2016년 기준 급여
비용 지출액이 약 4조 4천억 원으로 이는 약 4천억 원이었던 2008년 제
의 대비책으로 201 년부

도 도입 시에 비해 10배 이상 증가한 수준으로, 대상자와 급여 수준을

온 결과로 볼 수 있다. 한국 노인장기요양보험은 현
재까지 흑자 상태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총수지율과 보험료 대비 급여
비율을 통해 재정적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보험료율
인상 또한 이에 대한 대응 조치 중 하나였다. 앞으로도 대상자 및 인정
률, 급여 수준의 확대를 지속할 예정이며, 베이비붐 세대의 장기수요 연
지속적으로 확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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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대 진입 등에 따라 향후 재정적 부담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국고 지원금 확대 및 추가 재원 마련, 재정 누수 방지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여러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독일 수발보험의 재정 현황을 보면, 2007년 총수입 169억 유로, 총지
출 177억 유로 수준에서 2016년 총수입 320억 유로, 총지출 310억 유로
로 두 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특히 그중에서도 재가급여 지출액의 증가
가 상대적으로 더 컸는데, 2007년부터 2017년의 기간에 시설급여 지출액
이 36% 증가에 그친 데 비해 재가급여는 두 배인 96% 증가를 보였다.
이는 독일 수발보험이 추구하는 재가급여 우선의 원칙이 반영된 결과이
다. 시설급여에 비해 재가급여가 상대적으로 경제적이라는 측면에서 재
가급여 확대는 재정 부담을 완화하는 역할을 하며, 특히 재가급여 중 현
금급여 존재는 장기요양 수급자의 선택권 확대와 동시에 수발보험 재정
효율화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독일은 앞으로도 급여와 서비스의
확대·강화를 계속해나갈 예정이며, 수발보호기금 등의 장치를 통해 이로
인한 재정적 부담을 방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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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한국과 독일의 비공식 요양 제공자
지원정책
제 1 절 비공식 요양 제공자 개요 및 지원정책 분류
기준
1. 비공식 요양 제공자의

개념

따라 공식적 요양 제공
과 비공식적 요양 제공으로 구분할 수 있다(경민정, 2017). 공식적 요양
제공은 특정 훈련을 받고 전문 자격증을 취득한 자(공식 요양 제공자)에
의해 돌봄이 제공되는 경우로 정의되며, 노동 계약을 맺고 임금을 받으
며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노인돌봄서
비스, 간병보험 등이 공식적 요양 제공에 해당한다. 한편 비공식적 요양
제공은 공식적 요양 제공 외의 범위에서, 동반질환, 장애, 기타 장기적
건강지원 욕구를 지닌 자에게 돌봄을 제공하는 형태로서(선우덕, 2015),
이때 요양 제공 주체인 비공식 요양 제공자에게는 특정 훈련이나 자격이
요구되지 않으며, 돌봄 책임에 대한 계약관계를 맺지 않아서 임금 개념
노인에 대한 돌봄은 요양서비스 제공 주체에

의 보수가 지급되지 않는다. 또한 이 경우에는 제공하는 요양서비스의
성격이 다양하다는 특징이 있다. 비공식적 요양 제공의 대표적인

봉

형태로

는 가족, 자원 사자에 의한 돌봄 등이 있으며, 가족이 비공식 요양 제공
자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공적 영역이나

민간

터

영역에서 오래전부

공식적 요양서비스를 제공

온 선진국의 경우에도, 가족 구성원과 같은 비공식 요양 제공자의 돌
봄이 과반을 차지할 정도로 여전히 큰 역할을 하고 있다(경민정, 2017).
해

이 연구에서는 장기요양 영역에서 비공식적 돌봄을 제공하는 ‘비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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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 제공자’에 초점을 맞추어, 한국과 독일의 장기요양보험에서 비공식
요양 제공자를 지원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정책의 특성을 분석하고 비
교하고자 한다.

류 기준

2. 비공식 요양 제공자 지원정책의 분

앞서 3장의 연구 분석틀에서 비공식 요양 제공자 지원정책의 분류 기
준으로 Twigg and Atkin(1994)의 연구를 살펴보았다. 이들이 제시한 분
류 틀에서는 비공식 요양 제공자 지원정책을 세 가지 범주(level)로 나누
고 있다는 것과 각각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정책이 어떠한 것인지를 파악
할 수 있었다. 5장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한국과 독일 장기요양보험제도
에서 시행되고 있는 비공식 요양 제공자 지원정책의 특성을 분석하고 비

w
k
세 범주에 대
해 각각 돌봄 부담 완화 정책(level 1)/수급자를 통한 간접 정책(level 2)/
국가 차원의 정책(level 3)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기로 한다.
교하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는 T igg and At in이 제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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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한국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비공식 요양 제공자
지원정책
1. 한국의 비공식 요양 제공자 지원정책

개요 및 현황

앞서 제시한 공식적 요양과 비공식적 요양의 정의에 따라, 한국 노인
장기요양보험에서의 공식적 요양을 제공하는 주체는 노인장기요양기관에

료 인력과 요양보호사이며, 비공식 요양을 제공하는 주체
로는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 구성원이나 자원봉사자 등을 의미한다. 비
공식 요양 제공자는 실제로 가족이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므로, 대부분
서 근무하는 의

의 국가에서는 가족 돌봄자에 대한 정책이 비공식 요양 제공자 지원의

심

중 이 된다.

럽 합(EU) 차원에서 비공식 요양 제공자에 대한 지원정책을 강화
할 것을 이슈화하고 이들의 권리와 사회적 지원책의 필요성 등을 강조해
온 움직임과는 달리, 한국에서는 이러한 정책이 아직 활성화되지는 않은
상황이다. 지원책이 부재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고령화로 인해 노인 돌봄
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함에 따라, 비공식 요양 제공자의 필요성
유 연

이 더 커지고 있다.

당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한국에서도 비공식 돌봄을 담 하는 가족 구성

작

원에 대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시 하였는데, 초기 단계인 현재 시행

호

되고 있는 대표적인 정책으로 가족요양비, 가족인 요양보 사, 그리고 가

육 서비스 등이 있다.
장기요양급여 중 특별현금급여에 해당하는

족 요양 제공자에 대한 상담 및 교
먼저 가족요양비 제도는
것으로,

거주지역 등의 상황으로 인해 공식적으로 제공되는 장기요양 서

비스를 받지 못하는 수급자에 한해 가족이 방문요양에 준하는 요양서비

매월 가족요양비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
지급받기 위한 조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4조에

스를 제공하는 대신
다. 가족요양비를

-

75 -

따라 도서·벽지 등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
역에 거주하거나,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장기요양기관에서 제공
하는 급여를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이다.

음

호

다 으로 가족인 요양보 사 제도의 경우,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를 돌

호

취득한 후 제한적으로 급여비를 인정받
아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요양 제공에 대해 임금을 받는 형태를 의미한
다(이선희, 2017). 지금까지 한국 사회에서 노인 돌봄의 영역은 가족과
보는 가족이 요양보 사 자격을

같은 사적 영역이 큰 역할을 해왔다. 이를 사회의 역할로 전환시키고자

존

노인장기요양보험이라는 공적 제도가 도입되었지만, 노인들이 계속 기

익숙한 환경에서 가족의 돌봄을 받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
만 가족요양비 대상자를 제외하면 이러한 가족 돌봄에 대해 어떠한 보상
이나 지원을 해줄 제도적 기반이 없었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돌봄
을 제공하던 가족 구성원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도록 하여 일정한
임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이는 가족에 의한 비공식 돌봄
을 요양보호사라는 공식적 노동의 영역과 연결한 제도이지만, 가족인 요
양보호사를 공식적 서비스로 인정해야 하는지의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가
의

계속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는 비공식 요양 제공자를 지원
하기 위한 정책으로 상담 및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제도들은
비공식 요양 제공자가 돌봄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갖는 부담을 실질적으
로 낮춰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14년 처음으로 가족 요양 제공자를
위해 치매가족휴가제(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36조 2)를 도입하였고, 2016년에는 치매가족휴가제에서 단
기보호 외에 24시간 방문요양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였다. 이
외에 상담 및 교육 서비스의 경우 2015년부터 건강보험공단에서 가족상
담지원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지금까지 한국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비공식 요양 제공자를 지원하기
위해 어떠한 정책을 운영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2008년 제도가 도입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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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

이후 긴 시간이 지나지 않 다는 점에서, 비공식 요양 제공자 지원에 대

실제 정책 시행은 아직 초기 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
한 정책들이 Gilbert and Terrell의 네 가지 차원을 기준으로 어떠한 특
성을 갖는지 분석함으로써, 정책적으로 어떠한 부분을 가장 우선시하고
있는지 등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비공식 돌봄과 이에
대한 지원이 활발한 독일과의 비교를 통해 앞으로 한국의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에서 비공식 요양 제공자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적
한 논의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앞서 제시한 Twigg and Atkin의 분류 기준에 따라, 돌봄 부담 완화
정책(level 1)의 범주에서 상담 및 교육 서비스와 치매가족휴가제, 수급
자를 통한 간접 정책(level 2)의 범주에서 가족요양비 제도, 그리고 국가
차원의 정책(level 3)으로 가족인 요양보호사 제도를 분석할 예정이다.
2. Gilbert and Terrell의

)

1 돌봄 부담

네 가지 차원에서의 분석

완화 정책(level 1): 상담 및 교육 서비스 제도, 치매가족휴

가제
한국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는 비공식 요양 제공자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상담 및 교육 서비스와 치매가족휴가제를 시
행하고 있다. 먼저 상담 및 교육 서비스의 경우 2015년부터 국민건강보
험공단에서 ‘가족상담지원서비스 시범사업’의 형태로 운영하기 시작하였
다. 1차 시범사업으로 2015년과 2016년에 각각 1차년도, 2차년도 사업을
시행하였고, 2차 시범사업으로 2017년에 3차년도 사업을 실시하였다. 올
해 2018년에는 전국 30개 지역으로 사업을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다. 구
체적인 내용은 2016년도에 시행된 제도를 기준으로 한다.
다음으로 치매가족휴가제는 노인장기요양 수급자 중 치매 노인의 가
족에 대한 부담 경감을 위해 2014년에 도입된 제도로서, 치매인 장기요
직접적으로

양 수급자에게 추가적인 재가급여를 제공하여 일정 시간 요양 제공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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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 부담을

덜어주는 목적이다.

(1) 할당

업

개

가족상담지원서비스 시범사 의 서비스 대상자는 전국 12 의 시범사

업 지역3) 거주자로서, 재가급여 수급자의 직접 돌봄을 담당하는 부양 부
담이 높은 동거가족 요양 제공자이다(한은정 외, 2016). 대상자 중 별도
의 선정조사 과정을 통해 서비스 수급자를 최종적으로 선정하며, 수급자
수는 약 1,000명이다.
<표 5-1> 시범사업 대상자 선정 기준
선정 기준

제외 기준
- 지난 6개월 간 3회 이상 입원 경
험이 있는 자
- 실 거주지가 시범사업 선정 지역 - 입원이 필요할 정도로 의료적 처
수
- 시범사업 신청일 기준 재가급여
치가 필요한 자(급성기 질환(폐
급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렴, 골절 등)자)
자
주야간 보호, 단기보호) 이용자
- 향후 3개월 안에 노인요양시설
또는 (요양)병원 이용 계획이 있
는 자
가
족
부
양
자

-

20세 이상 85세 미만인 자
수급자와 동거 중인 가족
수급자에 대한 직접 수발 제공
향후 3개월 간 이사 계획 없음
부양부담이 높은 자(6개의 부양
부담 항목 중 2개 이상 해당)
- 시범사업 참여 서면 동의자

- 인지장애자(치매 등)
-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없을 정도
로 건강상에 문제가 있는 자(일상
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거동
장애, 호흡 곤란, 청각·시각 장
애 등)
- 주민센터, 보건소 등에서 제공하
는 가족지원사업에 참여 중인 자

출처: 국민건강보험, 한은정 외(2017)에서 재구성

업 신청일 기준 재가급여
이용자이며, 실거주지가 시범사업 선정 지역인 경우에 선정 대상이 될
수 있다. 가족 요양 제공자의 경우 수급자와 동거 중인 가족으로, 연령은
구체적인 기준을 보면, 수급자의 경우 시범사

3) 정신건강증진센터 7개소(광주 서구, 광주 북구, 울산 중구, 대전 동구, 대전 서구, 세종
시, 부산 기장군), 장기요양운영센터 5개소(인천 부평구, 대구 달서구, 부산 남구, 수원
장안구, 대구 달성군)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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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이상 85세 미만인 자로 하였다. 제외 기준에서는 수급자의 경우 의
료서비스가 필요할 정도로 중증인 자, 가족 요양 제공자의 경우 프로그
램에 참여할 수 없을 정도로 건강상에 문제가 있거나 인지장애가 있는
자, 혹은 다른 기관으로부터 가족 상담을 받는 자는 제외하였다.
다음으로 치매가족휴가제의 대상자는 치매가 있는 장기요양 수급자를
돌보는 가족들이다(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치매 환자의 특성상 계속적
인 관찰·보호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가족의 돌봄 부담은 타 질환 노인보
다 높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치매 환자인 수급자를 돌보는 비공식 요양
제공자에게 단기 휴식을 제공하는 것이다. 치매가족휴가제 이용 현황을
보면, 2014년 220명이던 것이 2015년 279명으로 증가했다가, 2016년에는
다시 62명으로 줄어들었다. 장기요양 수급자 중 치매 진단을 받은 경우
가 16만 9천 명(보건복지부 중앙치매센터 홈페이지)인 것을 고려하면 매
우 적은 수다. 이러한 낮은 이용률은 수급 자격 기준으로 인한 것으로,
이전에는 치매 환자 수급자 중 ‘의사소통 장애’, ‘망상이나 폭력’ 등 8개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가족이 해당 제도를 이용할 수 있었
다. 그러나 돌봄 부담은 심하지만 이러한 기준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제
도 이용에 제한을 받는 현실을 감안하여, 2018년 7월부터는 치매 진단을
20

받은 수급자의 가족 전체를 대상자로 확대 시행한다.

(2) 급여

업

총
11회의 상담을 받게 된다. 이는 개별 프로그램(6회), 집단 프로그램(3회),
전화 상담(2회) 등 다양한 접근방법을 통해 제공되도록 개발되었다.
가족상담지원서비스 시범사 에서 가족 요양 제공자는 8주 동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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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 시범사업 프로그램 활동 구성
구분

개별
프로그램

집단
프로그램
전화
상담

회기
1회기
2회기
3회기
4회기
5회기
6회기
1회기
2회기
3회기
1회기
2회기

활동
돌봄여정 돌아보기, 돌봄여정지도 설명, 가족요구도 평가
필요한 도움 받기, 나의 건강 챙기기, 돌봄 기술 익히기
스트레스 다루기, 감정 다스리기, 돌봄 기술 익히기
함께 어울리기, 돌봄 기술 익히기
하루하루 잘 보내기, 돌봄 기술 익히기
돌봄 기술 익히기, 종료 요약지 검토, 돌봄여정 계획하기
간이 건강검진, 가정에서의 응급 상황 대처
원예 활동
미술 활동
실천약속 수행여부 검토, 실천약속 수행 독려 등

출처: 국민건강보험, 한은정 외(2016)에서 재구성

개별 프로그램에서는 프로그램

제공자가 가족 요양 제공자의 자택으

춤형

로 방문하여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및 요양 제공자의 요구에 맞게 맞

개별상담이 진행된다. 집단 프로그램은 개별 프로그램 참여자의 사회적
지지 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한 집단지지 활동이며, 전화 상담에서는 프로
그램과 관련된 면담이 이루어진다. 각 프로그램의 구체적 활동 내용은
위의 표와 같다.

음
한도액과

매 휴
존
월
관계없이, 연간 6일까지 추가로 단기보호 급여를 이용하거나
방문요양 급여를 연속하여 24시간 동안 이용할 수 있다. 급여 액수는
2017년 기준 단기보호의 경우 1등급 수급자 기준 하루 48,820원이며 24
시간 방문요양 서비스의 경우 135,260원(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이
다. 이 중 본인부담금은 15%로, 단기보호는 하루 7,925원, 24시간 방문요
양 서비스는 20,289원을 수급자가 부담하면 이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24시간 방문요양 서비스의 경우 이용기간 중 1회 이상 간호(조무)사가
방문하여 수급자의 건강 상태 확인 등을 통해 응급상황에도 대비한다.
해당 급여를 이용함으로써 수급자를 돌보던 가족이 요양 제공의 부담으
로부터 단시간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다 으로 치 가족 가제에서는 기 에 수급 중인 장기요양급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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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집행체계

프로그램의 서비스 제공인력은 상담 및 교육에 대한 전
문성 등을 기준으로 선정된 정신보건전문요원으로, 정신보건 임상심리사,
간호사, 사회복지사로 구성된다. 서비스 제공 기관은 건강보험공단 장기
요양운영센터와 정신건강증진센터이며, 2017년 2차 시범사업부터는 기타
지역사회 기관도 추가되었다. 노인장기요양운영센터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산하 조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9조에 따라 장기요양 사업을 전
담하기 위해 설치되었다. 전국적으로 총 277개(2016년 기준)가 있으며,
센터의 직원은 장기요양 등급판정,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 작성 및 상
담 제공, 장기요양 급여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따라서 수급자와 가
족 요양 제공자의 상황과 요구를 잘 파악하고, 특히 요양 제공자와 유대
감이 형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원활하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정신건강증진센터는 주민들의 정신건강 문제에 대해 통합적이고 지속적
인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으로 2015년 기준 전국 208개가 개
설되어 있다. 정신건강증진센터는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여 상담 서비
스 대상자의 접근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한은정 외, 2016).
치매가족휴가제에서 제공하는 단기보호 및 24시간 방문요양 서비스의
경우, 방문요양 및 방문간호 급여를 함께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서 동
일한 절차를 통해 급여 이용이 가능하다. 기존에 자신이 이용하던 장기
요양기관이 아닌 다른 곳에서 치매가족휴가제 급여만 별도로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기준 완화를 통한 대상자 확대와 더불어, 2018년 7월부터
는 24시간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수도 기존 493곳에서
1,700곳으로 확대하여 더욱 쉽게 본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가족상담지원

(4) 재정

업

총 8억 8천만 원으로, 프로그램
운영비용, 대상자 발굴 및 선정비용, 연구개발 및 TF사업 비용으로 지출
되었다(한은정 외, 2016). 세부적으로 프로그램 운영비용이 전체 예산의
가족상담지원 시범사 의 소요 재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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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연구개발 및 TF사업 비용은 28%, 대상자 발굴 및 선정비용은
24%를 차지하였다. 시범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시행할 경우, 연구개발 및
TF사업 비용 부문은 초기에 비해 감소하는 반면, 상담 서비스 대상자가
확대되면서 프로그램 운영비용 등 다른 부문에서 소요되는 비용이 커져
서 총비용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으로 치매가족휴가제의 경우, 1인당 평균 이용일 수가 3.8일(2017
년 기준)인 것으로 나타났다4). 전체 이용 가능 일수가 6일인 것을 고려
하면 50%가 넘는 이용률이지만, 앞서 언급한 이용자 규모는 매우 적다.
이는 아직 치매가족휴가제를 인지하고 있는 비율이 높지 않고 지역별로
제공기관의 한계가 있기 때문으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현재 치매가족휴
가제로 소요되는 재정 규모는 크지 않은 수준이지만, 앞으로 급속히 증
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7년 기준 전체 노인 인구의 10.2%인 72
만 명이 치매 진단을 받았고, 치매 환자의 가족은 하루 평균 5시간에서
최대 10시간까지 환자를 돌보아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 홈
페이지). 고령화로 인해 노인성 질환인 치매 환자 규모는 계속해서 증가
하는 상황에서, 다른 질환에 비해 돌봄 부담이 큰 특성으로 인해 치매가
족휴가제의 이용률은 지금보다 더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며 2018년 7월부
터 치매가족휴가제를 이용할 수 있는 기관이 대폭 확대되는 것도 이용률
을 증가시킬 것이다. 또한 치매국가책임제의 시행과 충분성에 대한 지속
적인 문제 제기로 인해 현행 6일보다 급여 수준이 확대될 것이므로, 치
매가족휴가제의 재정 규모는 계속해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

( v ): 가족요양비 제도
가족요양비 제도는 장기요양급여 중 특별현금급여의 한 종류로서, 장
기요양급여 수급자가 거주지역 등의 상황으로 인해 공식적으로 제공되는
2 수급자를 통한 간접 정책 le el 2

4)

치매가족휴가제,
복지부
“만족도
높다…실태조사
통해
지속
개선”,
https://www.dementianews.co.kr/?p=2618, 디멘시아뉴스, 2018년 4월 20일 접속.

- 82 -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지 못할 경우, 수급자의 가족이 방문요양에 준하는

매월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신 수급자에게

액

일정 금 의 현금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1) 할당

벽

가족요양비 제도의 대상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로서, 도서· 지

등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거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장기요양기관에서 제공하는 급여를 이
용하기 어려운 경우, 그리고 신체·정신 또는 성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사유로 인해 가족 등으로부터 장기요양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 적용된
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4조).
가족요양비로 매월 지급되는 현금급여는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것이지
만, 이 급여의 성격이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를 돌본 가족의 요양서비스에
나,

대해 그 대가로 지불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이는 수급자를 통해 비공식

진

요양 제공자를 지원하는 것과 같은 특성을 가 다.
<표 5-3> 연도별 가족요양비 수급자 등급별 현황
단위: 명

연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계

2013

44

112

701

-

-

857

2014

40

93

724

312

12

1,181

2015

38

95

476

435

39

1,083

2016

42

97

435

479

78

1,131

2017

38

70

341

452

81

982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2018)

3

57

6

3
로 증가하였지만, 2016년을 기준으로 노인장기요양급여 인정자 519,850명
중 0.22%의 작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14년에 신설된 치매특별등급인 5등급 수급자에 관해서는, 치매라는
가족요양비 수급자 현황을 보면, 201 년 8 명에서 201 년 1,1 1명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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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환의

특성상 수급자 자신의 가정

내에서

가족의 돌봄을 필요로 하는

터 치매국가책임제를

경우가 상대적으로 더 많다. 또한 2018년부

시행함

써 인지지원등급이 신설되면 치매 질환과 관련한 장기요양 수급자가
증가할 것이므로, 이에 따라 가족요양비에 대한 수요도 더욱 증가할 것
으로

으로 예상된다.

(2) 급여

판정 등급에 관계없이 매월 15만
원이 지급되며, 이는 2008년 제도가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변동 없이 동
일하게 유지되고 있다. 가족요양비 수급자는 재가급여, 시설급여와 중복
해서 지급받을 수 없으나, 복지용구와 같은 기타 재가급여는 중복수급이
가족요양비는 소득 수준과 장기요양

가능하다.

달 동안 이용할 수 있는 재가요양서
비스 한도액이 약 139만 원이고 이 중 본인부담금 20여만 원을 제외한
금액이 119만 원인 점을 고려하면, 가족요양비 급여액 15만 원은 그의 8
노인장기요양 1등급 수급자가 한

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재가요양 급여의 수준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가족요양비 급여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 선희, 2017).

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3) 집행 체계

형평성의 문
설

가족요양비 급여의 지급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가급여와 시 급여

따라 집행되며, 가족요양비 제도를 위해 별도의 서비스
제공 기관이나 인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가족요양비 수급의 조건을
만족시켜 수급자로 인정된 경우에 한하여 국민건강보험에서 매월 해당
와 같은 절차에

급여를 지급하게 된다.

(4) 재정

가족요양비 급여 수준은

앞서 설명한대로 모든 등급에서 월 15만 원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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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른

이다. 장기요양급여 인정자 중 수급자의 비율이 0.22 에 불과하고 다

종류에 비해 상대적으로 급여 수준이 낮다는 점에서 가족요양비 급
여비용은 장기요양보험 재정에서 매우 작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16
년을 기준으로 총 급여비(재가급여비+시설급여비+가족요양비) 중 가족요
양비의 비율은 0.03% 수준이다.
급여

<표 5-4> 2016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출 비용 내역
세부항목

금액(천 원)

소계
보험급여비(B1)
재가급여비(B1-1)
시설급여비(B1-2)
가족요양비(B1-3)
의사소견서 발급비용(B1-4)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B1-5)
관리운영비(B2)
기타(B3)

4,722,659,021
4,420,370,526
2,153,769,470
2,253,686,264
1,290,329
11,376,761
247,702
216,446,089
85,842,406

출처: 보건복지부(2016)

이는 2010년 0.0

5%에

비해서

감소한

설

것으로, 재가급여와 시 급여의

급여 수준은 지속적으로 확대된 데 반해 가족요양비로 지급되는 급여 수

없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이다.
가족요양비 급여가 다른 급여들에 비해 상당히 낮게 책정되어 있고,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여 가족인 장기요양 수급자를 돌보는 가족인
요양보호사의 급여와 비교했을 때도 형평성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지적
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또한 질환의 특성상 치매 환자의 가족 돌봄
수요가 큰데, 치매 환자의 지속적인 증가와 함께 2014년 신설된 치매특
별등급과 2018년부터 시행되는 인지지원등급에 따라 가족요양비 수급자
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형평성을 고려하여 가족요양비의
급여 수준을 다른 급여의 수준에 맞추어 높이게 된다면 수급자의 확대와
더불어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가족요양비의 재정 규모는 증가하게 될 것
준에는 변화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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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다른 급여 수준과의 형평성 문제가 끊임없이 제
기됨에 따라 제2차 장기요양 기본계획에서는 가족요양비와 가족인 요양
보호사 제도를 통합하여 통일된 현금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
획이다(보건복지부, 2018).
으로 예상된다.

3) 국가 차원의 정책(level 3): 가족인 요양보호사 제도
가족인 요양보호사 제도는 장기요양 수급자를 돌보는 가족이 요양보
호사 자격을 취득하여 가족에게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등록
된 방문요양기관에 의해 제한적으로 급여비를 인정받아 임금을 받는 제

( 선희,

도이다 이

7)

외

201 . 이는 가족요양비 대상자를 제 하면 장기요양 수

급자인 가족을 돌보는 것에 대해 어떠한 보상이나 지원도 이루어지지 않

완

호

는 상황을 보 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였다. 비록 일반 요양보 사에 비
해 제한적인 급여를 받지만, 비공식 요양 제공자의 돌봄 노동을 요양보

호사라는 공식적 노동의 영역과 연결시켰다는 점에서 국가 차원의 정책
범주에 포함하였다.
(1) 할당

호
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수급자에게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를 대상으로 한다. 이때 해당 가족인 요양보호사는 방문요양기관에 등록
가족인 요양보 사 제도는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의 가족 구성원이 요

이 되어 있어야 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된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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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5> 가족 요양보호사 기준 변화
시행일자

가족인 요양보호사 인정 기준

비고

2008.6.30. 동거 가족 - 수급자와 같은 주택에서 생활하는 가족
- 같은 주택의 범위를 확대 해석하여 주
택의 같은 동에 거주, 같은 건물 또는 동거 개념
2009.6.30. 동거 가족
같은 대지 안에 설치된 사실상의 동일 확대 해석
한 주거 공간으로 확대
가족
-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
(동거,
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
비동거)
우자의 형제자매
2011.8.1.
- 65세 이상인 요양보호사가 배우자에게
특별한
동거, 비동거
급여 제공, 수급자가 치매 혹은 문제행
사유 가족
구분 폐지
동을 보이는 경우
- 가족요양 제한
제한 범위
2014.1.1.
가족
- 월 160시간 이상 상근하는 국민건강보
설정
험 직장가입자 가족요양 제한
- 가족요양 제한
- 직장 종사의 개념 확대
제한 범위
2016.1.1.
가족
-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 모든 직장
강화
종사자
출처: 선우덕(2016), 이선희(2017) 재구성

호

착

정부는 가족인 요양보 사 제도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정 하는

완충 역할로 보았기 때문에, 공적
주체에 의한 요양서비스 제공이라는 장기요양보험제도 본연의 목적을 위
해 가족인 요양보호사의 급여 제공 시간을 축소하려는 노력을 해왔다.
위의 표를 보면 가족인 요양보호사의 인정 기준이 여러 차례 변화한 것
과정에서 과도기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을 알 수 있다. 제도 도입 시에는 장기요양 수급자와 같은 주택에서 사

거

듬

액 축소하였다. 2010

는 동 가족을 기준으로 하였고, 이 해 급여 인정 만

거
거
급여 인정액의 축소에도 불구하고 가족인 요양보호사의 수가 급격히 증
가하였고, 이와 더불어 요양보호사 자격을 가진 비동거 가족에 의한 서
비스 제공을 제한할 규정은 없었으므로 이는 더욱 확대되었다. 이와 같
은 이유로, 이 시기 방문요양 수급자의 38.8%가 가족에 의한 돌봄이라는
연구도 있었다(이윤경, 2010, 선우덕, 2016 재인용).
년에는 동 의 의미를 확대하였으나 동 가족 자격 기준을 유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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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가족인 요양보 사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공급 시장의
고 돌봄의 사회화라는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목적이

왜곡이 발생하

약화되면서,

2011년

존 동거가족 요양보호사를 가족인 요양보호사로 변경하였다(선우덕,
2016). 동거뿐만 아니라 비동거 가족에 의한 요양서비스 제공에 대해서
도 새로운 규정이 마련된 것이다. 즉, 가족 개념의 기준을 확대하고 급여
인정 범위를 축소한 것으로, 전체적으로 가족 돌봄의 대가를 축소시켜
가족인 요양보호사의 수를 줄이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에 더해,
2014년에는 월 160시간 이상 상근하는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가족
인 요양보호사 자격을 제한하였고, 2016년부터는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
자 외 모든 직장 종사자로 제한 범위를 확대하였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기준을 보면, 직장 종사자를 제외하고 동거 여부
에 관계없이 배우자 및 직계혈족, 형제자매에 대해 일 60분, 월 20일까지
의 요양 서비스 제공을 급여 지급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65세 배우
자 또는 수급자가 치매일 경우 특별한 사유가족으로 분류하여 일 90분까
지, 그리고 월 20일을 초과할 경우에도 급여비용 청구를 가능케 하였다.
이후에도 가족인 요양보호사는 전체 방문요양보호사 중 2011년～2013
년에는 33.5%～34.3%(선우덕 외, 2014)를 차지할 만큼 큰 규모였고, 급
여 제공 축소 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2015년 28.1% 등 요양서비스 제
공 인력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한은정 외, 2016, 이선희,
2017 재인용).
기

(2) 급여

호

례 개편을 통해 수
정되어왔고, 이는 전반적으로 이 제도를 축소하기 위한 흐름이었다.
제도 도입 시에는 방문요양 일 120분, 월 31일까지 급여 지급 대상으
로 인정되었으나 다음 해인 2009년에는 일 90분으로 축소되었고, 2010년
에는 동거기준을 확대하여 비동거 가족 요양보호사에 의한 급여도 제한
을 받게 되었다. 2011년 개정된 급여인정액 기준이 지금까지 적용되고
가족인 요양보 사에게 제공되는 급여는 여러 차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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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 여부와 상관없이 가족 요양보호사는 일 60분, 월 20일까지
급여가 인정되어 월 20～25만 원 가량의 임금을 받게 된다. 특별한 사유
가족에 해당되는 경우 일 90분까지 인정받아 임금은 월 40～45만 원 선
이다. 이는 제도 개편 이전에 비동거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받던 임금과
비교해보면 절반 이하로 감소한 수준이다. 이는 급여를 낮추어 가족인
요양보호사 제도를 축소시키고자 하는 정책 의도에 따른 것이다.
있는데, 동

<표 5-6> 가족 요양보호사 급여인정액 변화
시행 일자

급여 인정 범위

2008.6.30.

방문요양 일 120분/월 31일 까지
동거
방문요양 일 90분/월 31일 까지
가족
비동거
일반 요양보호사와 동일
가족
(일 4시간)
일 60분/월 31일 까지
가족
일 60분/월 20일 까지
(동거, 비동거)
-가산 비적용
일 90분/
특별한
월 20일 초과 급여비용 청구 가능
사유 가족
-가산 비적용

2008.7.1.
2009.6.30.

2011.8.1.

비고
급여 범위
축소

급여 범위
축소

출처: 보건복지부, 장기요양급여 비용 등에 관한 고시(2017-141호), 이선희(2017) 재
구성

(3) 집행체계

호

가족인 요양보 사가 요양서비스에 대한 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선

우

호

요양보 사 자격을

취득한 뒤

공식적으로 등록된 방문요양기관에

직원으로서 등록되어야 한다. 그 후 자신의 가족에게 요양서비스를 제공

건강보험공단에 급여 신청을 하게 되고, 해당 가족
인 요양보호사는 방문요양기관으로부터 급여인정액 범위 내에서 해당되
는 임금을 받게 된다. 즉, 임금의 수준만 다를 뿐, 일반적으로 요양보호
사 직업을 가진 자가 장기요양기관에 취업하여 근로를 하고 임금을 받는
하면 방문요양기관은

것과 동일한 과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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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정
앞서 설명한대로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받는 급여는 장기요양기관에서
직원에게 지급하는 임금 개념이다. 서비스 수가 기준에 따라 건강보험공
단에서 장기요양기관에 지급한 공단부담금과 장기요양 수급자가 지급한

본인부담금이 장기요양기관의 수입이며, 이를 통해 고용된 가족인 요양
보호사에게 임금을 지급하게 된다. 따라서 가족인 요양보호사 제도에 소
요되는 재원은 건강보험공단의 공단부담금 및 장기요양 수급자의 본인부
담금이다.

호

료 따로 파악되어있
지 않아서, 현행 규정 등을 토대로 급여비용 규모를 추정해보았다. 할당
차원에서 제시한 것처럼 2015년 재가급여 방문요양의 28.1%가 가족인
요양보호사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방문요양기관
은 장기요양급여비용의 84.3% 이상을 인건비로 지출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다(2017,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83호). 2015년 총 재가급여비 중 방
문요양으로 지출된 급여비용은 약 16억 6천만 원이며 이 중 약 80%를
인건비에 사용, 가족인 요양보호사 비중을 28.1%로 가정하면 가족인 요
양보호사 급여로 지출된 비용은 약 3억 7천만 원 정도로 추정할 수 있
다. 가족인 요양보호사 제도의 재정 측면에서 급여 비중의 절대치보다
중요한 것은, 제도를 축소하고자 하는 정책적 의도에 따라 지속적으로
대상자가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다. 자격 요건과 급여 범위의 개편이 여
러 차례 이루어졌으며 앞으로도 제도의 축소나 다른 제도로의 통폐합이
예상됨에 따라 가족인 요양보호사의 재정 규모는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
현재 가족인 요양보 사가 받는 급여에 대한 자 가

다.

호

가족인 요양보 사의 재정적 측면에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으로 부

선 무엇보다, 요양서비스의 제공자가 가족

정수급을 이야기할 수 있다. 우

때문에 실제로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어렵다. 특히 퇴근 후의 밤 또는 출근 전 새벽과 같이 특정 시간에

이라는 특수성
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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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되는 등의 부정수급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지적된 바 있으
며(이진숙, 2014), 이러한 경우는 대부분 실질적인 돌봄보다는 요양급여
비를 생계비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더 큰 문제점은 허위, 부당 사
례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동거 등 가족의 형태적 특수성으로 인해 조사
와 적발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또한, 가족인 요양보호사의 임금이 일반
요양보호사보다 적다는 점 때문에, 실제로는 각자 자신의 가족에게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서류상으로 서로 상대의 가족을 돌보는 것으로
위장하여 일반 요양보호사와 같은 수준의 임금을 받는 부정수급 사례도
발생한 바 있다(이선희, 2017).
가족인 요양보호사 자격 기준 개편과 급여인정액의 축소를 통해 가족
인 요양보호사 제도를 축소시키려 하고 있지만, 여전히 방문요양서비스
의 30%를 유지하고 있을 정도로 장기요양 제공 인력에서 큰 비중을 차
지하고 있다. 따라서, 가족인 요양보호사와 관련된 부정수급 문제를 해결
서비스가

하는 것은 장기요양보험의 재정 누수 문제 해결 측면에서 중요한 부분으
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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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독일 수발보험의 비공식 요양 제공자 지원정책
1. 독일 수발보험 비공식 요양 제공자 지원정책

개요 및 현황

마찬가지로 수
발보험 수급자에게 비공식 돌봄을 제공하는 가족이나 친척, 친구나 자원
봉사자 등을 의미한다. 이 중 사회보험료 지원 등의 지원정책 대상자가
될 수 있는 기준으로 더 좁은 의미의 비공식 요양 제공자(Pflegeperson)
를 정의할 수 있는데, 수급자의 가정에서 매주 최소 이틀 이상, 주당 10
시간 이상의 시간 동안 비직업적으로 한 명 이상의 수급자에 대해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뜻한다(사회법전 제11권 제19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독일은 관련 법을 개정하여 수발보험을 지
속적으로 개편해왔다. 2012년 이후에는 공식적으로 비공식 요양 제공자
의 돌봄 편의와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지원정책을 강화하고 있으며, 그
전에도 대리수발(Verhinderungspflege)제도나 가족 요양 제공자 단기휴
직제도(Pflegezeit), 사회보험료 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었다.
2012년 개편된 신장기요양이행법(Pflege-Neuausrichtungs-Gesetz)에
서는 비공식 요양 제공자에 대한 지원을 처음으로 명시하였다. 개편된
법에서는 가족 돌봄자들의 부담을 낮추기 위한 추가돌봄서비스
(zusätzliche Betreuungsleistungen)를 도입하고,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가
단기보호나 대리수발을 이용할 경우 더 이상 지급하지 않던 현금급여를
4주 동안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단기보호나 대리수발은 비
공식 요양 제공자의 돌봄 부담을 완화해주는 장치로서, 이를 이용할 경
독일 수발보험에서의 비공식 요양 제공자 또한 한국과

우에도 현금급여를 추가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 지원정책을 이용하

욱 낮춘 것이다. 또한 이 외에도 비공식 요양 제공
자가 두 명 이상의 가족을 동시에 돌볼 경우 시간을 합산하여 연금 산정
기간에 반영하도록 하였으며, 가족 돌봄자들이 자조모임(자조그룹)을 구
는 데 대한 부담을 더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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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할 경우 경제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방안도

음

마련되었다.

5
강 법Ⅰ이 시행되면서 또 한 차례 장
기요양보험 개혁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가족 요양 제공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을 가장 큰 목표로 삼았다. 이 개혁에서는 급여액을 크게 인
상하였는데, 재가급여는 약 14억 유로, 시설급여는 약 10억 유로를 추가
로 지급하였다. 이와 더불어 2015년부터는 우선 현금급여와 서비스 급여
가 물가상승률에 연동하여 지속적으로 인상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기존
주거개선지원금의 경우에도 최고 4,000유로까지 제공될 수 있도록 조정
하였다(선우덕 외, 2016). 전반적인 급여 인상과 함께, 비공식 요양 제공
자들을 위해 주·야간보호 지원 강화, 가족 돌봄자 단축근무 제도의 적용
범위 확대, 수발휴직법(Pflegezeitgesetz)이 보장하는 여러 지원책 등이
새롭게 마련되었다.
마지막으로 가장 최근의 개혁으로서 2017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장기요양강화법Ⅱ은 장기요양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국가적 차원에
서 적극적인 개입하는 것을 주된 목표로 하였다. 이는 이전의 수발서비
스 확충법(Pflegeleistungs-Ergänzungsgesetz)과 신장기요양이행법을 보
강하는 것으로, 비공식 요양 제공자에 대한 지원 측면에서는 급여수준의
단계적 인상 및 치매추가급여의 제공, 주간보호의 강화, 수발지원센터 설
치, 수발휴가제 및 대리수발 강화, 수발상담의 내실화 등에 초점을 맞추
고 있다(선우덕, 2016).
지금까지 독일 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의 비공식 요양 제공자에 대한
지원정책에는 어떠한 것이 있으며, 어떻게 변화해왔는지를 법제 개편 내
용과 함께 살펴보았다. 이러한 정책들이 Gilbert and Terrell의 네 가지
차원을 기준으로 어떠한 특성을 갖는지 분석하여 한국의 제도와 비교함
으로써 정책적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인 정책의 종류는
단기보호 및 대리수발, 수발교육, 상담 서비스,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현
금급여, 사회보험 가입 및 보험료 지원정책을 분석 대상으로 하여 논의
할 예정이다. 돌봄 부담 완화 정책 범주에서 교육 프로그램, 상담 프로그
다 으로 201 년에는 장기요양 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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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

호

단기보

및 대리수발을, 수급자를 통한 간접 정책에서는 현금급여

료 지원

정책을, 그리고 국가 차원의 정책에서는 사회보험 가입 및 보험

펴

겠

에 대해 각각 살 보도록 하 다.

2. Gilbert and Terrell의

)

네 가지 차원에서의 분석

완화 정책(level 1): 단기보호, 대리수발, 돌봄 교육 프로그
램, 상담 프로그램

1 돌봄 부담

독일 수발보험에서는 비공식 요양 제공자들의 돌봄 부담을 직접적으

완화하기 위하여 여러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대리수발
(Verhinderungspflege), 단기보호, 돌봄 교육 프로그램, 상담 프로그램 등
이 이에 해당한다.
각각의 개념을 간략하게 설명하면, 대리수발은 비공식 요양 제공자가
휴가나 질병 등의 사유로 요양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 이를 대체하
는 데 드는 비용 등을 지원하는 것이며 단기보호는 재가급여를 받던 수
급자가 일정 기간동안 예외적으로 요양시설에서 거주할 수 있는 제도이
다. 돌봄 교육 프로그램에서는 가족 돌봄자가 무료로 돌봄 과정과 관련
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며, 상담 서비스의 경우 장기요양 수급자
및 가족을 대상으로 돌봄과 관련된 욕구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적절한 도
움을 제공하기 위해 각종 정보와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여기서는 돌봄 부담 완화 범주의 여러 정책들을 Gilbert and Terrell
의 각 차원에서 그 특성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로

(1) 할당
단기보호와 대리수발 제도의 대상은 재가급여 수급자에게 요양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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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 높다는

를 제공하는 돌봄자로 정의되며, 재가급여 중 현금급여 수급 이

친척과 같은 비공식 요양 제공자를 의미
한다. 먼저 단기보호(Kurzzeitpflege)는 재가급여 수급자의 질병 등 여건
에 의해 집에서 요양이 불가능할 경우, 단기간 요양시설 또는 병원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비용을 지원해주는 제도로, 수발등급Ⅰ을 제외한 모든
점에서 대부분의 경우 가족이나

재가급여 수급자에 대해 이를 돌보는 비공식 요양 제공자의 돌봄 부담을

완화해주는 정책이다. 다음으로 대리수발(Verhinderungspflege)은 요양
제공자가 휴가, 질병 등의 이유에 의해 일시적으로 재가 요양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이를 대체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는 것으
로(SGB Ⅺ, 39, 최낙관 2017 재인용), 이 또한 수발등급Ⅰ을 제외한 모
든 재가급여 수급자의 비공식 요양 제공자의 돌봄 부담을 일정 기간 낮
추어주는 정책이다. 단, 대리수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요양 제공자
가 최소 6개월 전부터 돌봄 대상자에게 재가요양 서비스를 제공한 적이
있어야 한다. 단기보호와 대리수발의 가장 큰 차이점은, 단기보호는 대리
수발과 달리 집이 아닌 요양시설과 병원에서만 요양서비스 제공이 가능
할 경우를 의미한다.

육 프로그램

돌봄 교

정책은 재가급여 수급자에게 요양서비스를 제공

편 상담 프로그램의 수
혜 대상은 장기요양 수급자 및 그 가족, 또는 수발보험에 관심 있는 일
반인들이며, 비공식 요양 제공자가 이에 포함된다. 비공식 요양 제공자들
은 돌봄 교육 프로그램과 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
하는 비공식 요양 제공자만을 대상으로 한다. 한

한 지식과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이를 통해 돌봄 과정에서 경험하는 부

출 수 있다.

담과 어려움을 낮

(2) 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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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7> 단기보호 및 대리수발 급여 내용
수발등급

Ⅰ

Ⅱ

Ⅲ

Ⅳ

단기보호

-

연간 최대 56일, 1,612유로

대리수발

-

연간 최대 42일, 1,612유로

Ⅴ

출처: 최낙관(2017)

호

없

56일 동안, 1,612유로
까지 급여 제공이 가능하다. 또한 장기요양 수급자가 치매일 경우 1,612
유로에 추가로 125유로가 제공된다(www.pflege.de). 단기보호에서 지급
되는 급여를 모두 사용하지 않은 경우 절반까지는 대리수발로 전환하는
것도 가능하다. 대리수발에서는 수발등급에 관계없이 연간 최대 6주(42
일) 동안, 1,612유로까지 급여가 지급될 수 있다.
다음으로 돌봄 교육 프로그램과 상담 프로그램에서 제공되는 급여를
보면, 먼저 돌봄 교육 프로그램의 경우, 비공식 요양 제공자는 수발보험
에서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에 무료로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이 교육
에서는 돌봄 방법, 정신적·심리적 부담 해소 방법, 돌봄 대상자의 죽음에
대처하는 방법 등 요양 제공에서 필요한 다양한 지식 및 돌봄에 대한 사
회적 책무에 관한 내용을 배운다. 요양 제공자의 요청에 따라 돌봄이 이
루어지는 가정에 방문하여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도 있다(SGB Ⅺ,
45). 상담 프로그램의 경우, 2008년 도입된 장기요양지원센터에서 수급자
및 가족, 그리고 일반인에게 급여 신청부터 의료 및 사회서비스 관련 각
종 정보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수급자와 가족, 요양 제공자와의 상
담을 통해 적절한 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파악하여 개선하고,
특히 요양 제공자의 정신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상담을 제공한다.
단기보 에서는 수발등급에 관계 이 연간 최대

(3) 집행체계
단기보호와 대리수발 제도의 제공 주체는 장기요양보험조합이다. 단기
보호의 경우 장기요양 수급자 본인이나 법적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다른 종류의 요양급여를 제공받는 절차와 동일하게 진행된다. 대리수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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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
지급을 미리 신청하는 것이 의무적이지는 않으며, 추후 급여 청구를 위
해 장기요양보험조합에 제출할 대리수발 비용 근거 등을 모아놓는 것이
의 경우, 요양 제공자의 상황에

따라 갑자기

중요하다.

음

필요할 수 있으 로 급여

육 프로그램의 제공 주체는 장기요양보험조합이며,
조합이 직접 진행하거나 필요할 경우 다른 비영리기관 혹은 교육기관과
함께 협동하여 실시한다. 이때 장기요양보험조합은 교육에 참여하는 다
른 기관들에 교육 프로그램의 전체적 틀을 제공하고 지시하여 교육 내용
의 일관성과 질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 상담 프로그램은 장기요양지
원센터에서 제공되며, 모든 센터에는 장기요양상담사(Pflegeberater)가 상
근한다. 장기요양지원센터의 관리 주체는 공적 의료보험과 장기요양보험,
민간 의료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주정부의 노인보호 및 사회부조 담당 기
관이다. 장기요양지원센터는 2017년 기준 16개 주에 약 550개가 있으며,
아직 설립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장기요양보험조합이 대신 의무적으로 상
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되어있다(선우덕, 2016).
다 으로 돌봄 교

(4) 재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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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Braeseke et al.(2017)에서 재구성.

[그림 5-1] 독일 수발보험의 연도별 단기보호 수급자 수

돌봄 부담

완화

(v )

료

정책 le el1 의 재정 측면에서 구체적인 통계 자 는

호 수급자에 대한 것만 찾을 수 있었다. 위 그림을 보면 연도별
단기보호 수급자 수는 1999년 8,545명에서 2015년 24,212명으로 지속적으
로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증가 속도 또한 더욱 빨라지고 있는
데, 2013년에서 2015년 사이에는 2년 만에 15%가 증가하였다. 독일 역시
치매 질환자 증가 등으로 인해 단기보호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재정 지출 규모도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단기보

)

( v ): 현금급여

2 수급자를 통한 간접 정책 le el 2

(1) 할당
독일 수발보험에서 현금급여의 수급 대상자는 재가급여 수급자이다.
수발보험 수급자가 급여를 지급받아 자신에게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비

당

공식 요양 제공자에게 수 으로 지급하는
식 돌봄에 대한 지원책으로

형태이므로,

현금급여는 비공

볼 수 있는 것이다. 재가급여는 현금급여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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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된 혼합급여로 구성
되며, 재가급여 수급자는 자신이 원하는 종류의 급여를 선택할 수 있다.
서비스 급여, 그리고 현금급여와 서비스 급여가

<표 5-8> 독일 수발보험 급여 종류별 수급자 수
단위: 명

연도

재가급여

서비스급여

합계

재가급여 비율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6.30.

1,358,201
1,432,534
1,537,574
1,577,844
1,600,554
1,667,108
1,739,337
1,818,052
1,907,095
1,974,197
2,327,799

671,084
680,951
697,647
709,955
714,882
729,546
740,253
750,884
758,014
775,004
776,040

2,029,285
2,113,485
2,235,221
2,287,799
2,315,436
2,396,654
2,479,590
2,568,936
2,665,109
2,749,201
3,103,839

66.9%
67.8%
68.8%
69.0%
69.1%
69.6%
70.1%
70.8%
71.6%
71.8%
75.0%

출처: BMG(2017)에서 재구성

<표 5-9> 현금급여와 서비스 급여의 지출액 및 수급자 수 비중
단위: %

연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지출액 비율
(현금급여:서비스급여)
62
62
62
62
61
62
63
63
64
64

:
:
:
:
:
:
:
:
:
:

수급자 비율
(현금급여:서비스급여)

38
38
38
38
39
38
37
37
36
36

79
79
79
78
79
80
80
80
80
80

:
:
:
:
:
:
:
:
:
:

21
21
21
22
21
20
20
20
20
20

출처: BMG(2017)에서 재구성, 표 4-17과 동일

선 재가급여와 시설급

재가급여 중 현금급여 수급자의 현황을 보면, 우

높아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재가급여 수급자 중 현금급여를 선택한 비율은 80%의 비율로 일
정하게 유지되고 있는데, 재가급여 수급자의 대부분이 현금급여를 선택
여 중 재가급여의 수급자 비율이 지속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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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하고 있 을 알 수 있다.

(2) 급여
앞서 설명한대로 독일 수발보험은 여러 차례의 개정을 통해 제도를
변화시켜왔으며, 2017년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수발강화법Ⅱ,Ⅲ에서는 급
여의 수준을 상향 조정하였다.

<표 5-10> 2017년 등급별 급여액 현황
단위: 유로

수발등급
Ⅰ

수발등급
Ⅱ

수발등급
Ⅲ

수발등급
Ⅳ

수발등급
Ⅴ

현금급여

125

316

545

728

901

서비스급여

-

689

1,298

1,612

1,995

125

770

1,262

1,775

2005

항 목
재가
급여

시설급여
출처: Gerhard Backer(2016).

현재 독일 수발보험의 현금급여 수급자가 받게 되는 급여는 수발보험

판정 등급별로 월 125유로에서 901유로 수준이다. 이는 같은 재가급여의
서비스 급여와 비교해 보았을 때, 등급별 40～50%로 절반에 조금 미치
지 못하는 수준임을 알 수 있다.

(3) 집행체계
독일 수발보험의 현금급여는 재가급여의
와 지급 체계가 동일하다.

(4)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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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항목이므로, 다른 급여

<표 5-11> 독일 수발보험 급여별 지출
단위: 십억 유로

합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8.4
8.9
9.6
10.2
10.4
11.1
12.3
13.1
14.6
16.5

재가급여
현금급여
현금급여
지출 비중
62%
5.21
62%
5.52
62%
5.95
62%
6.32
61%
6.34
62%
6.88
63%
7.75
63%
8.25
64%
9.34
64%
10.56

시설급여

합계

9.1
9.3
9.8
10.3
10.5
10.8
10.9
11.2
12.1
12.4

17.4
18.2
19.3
20.4
20.9
21.9
23.2
24.2
26.7
28.3

출처: BMG(2017)에서 재구성

출액을

7 52억 유로에서
2016년 약 106억 유로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재가급여
지출 중 현금급여의 비중을 보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2%포인트 증가
하였지만, 지출 절대액의 증가 크기에는 미치지 못한다. 이를 통해, 현금
급여 지출액의 증가는 독일 수발보험의 전반적인 급여 수준 확대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앞서 할당 차원에서 언급했듯이 수발보험에서 재가급여 수급자의 비
독일 수발보험에서 현금급여 지

보면, 200 년

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재가급여 중 현금급여 수급자의 비율은

% 높게 유지되고 있다. 급여 수준의 측면에서 현금급여는 서비스
급여의 40～50% 정도로, 높은 수급자 비율과 상대적으로 낮은 급여 수
준으로 인해 현금급여는 독일 수발보험 재정 부담을 완화하는 데 큰 역
80 로

할을 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3) 국가 차원의 정책(level 3): 사회보험료 지원, 단기휴직, 단축근무
독일 수발보험에서는 장기요양급여를 수급하는 가족에게 일정 시간
이상 재가 요양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비공식 요양 제공자들의 사회보험

거

료

가입을 가능하게 하 나, 보험 를 지원하고 있다. 이는 연금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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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보험,

실업보험이 포함되며 의료보험의 경우에도 부분적으로 지원된다.

(1) 할당

료 지원 제도의 대상자는 앞서 정의한 좁
은 의미의 비공식 요양 제공자(Pflegeperson)로, 매주 최소 이틀 이상,
주당 10시간 이상의 시간 동안 비직업적으로 한 명 이상의 수급자에 대
해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를 말한다.
사회보험의 종류마다 대상자의 조건에 차이가 있는데, 먼저 연금보험
의 경우 비공식 요양 제공자들이 가족을 돌봄으로 인해 소득활동을 줄이
거나 완전히 포기해야 할 경우, 이들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의무
적으로 연금보험에 가입하도록 하였다. 다만, 자영업자이거나 매주 30시
간 이상의 근로소득활동을 하는 경우라면 가입이 의무가 아니므로 본인
의 의사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다음으로 산재보험은, 비공식 요양 제공
자가 한 명 이상의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를 매주 14시간 이상 돌볼 경우
장기요양조합은 이를 지역 내 산재보험자에게 의무적으로 보고하여 보험
에 가입되도록 하고 있다. 실업보험의 경우에는, 2006년부터 비공식 요양
제공자는 본인이 원할 경우 실업보험에 가입하고자 신청할 수 있다. 다
만 실업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려면, 가족에게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시
작한 시점으로부터 24개월 이내에 12개월 이상 실업보험의 의무 가입자
상태를 유지했거나 실업수당을 받은 적이 있어야 한다(선우덕 외, 2016).
독일 수발보험에서 사회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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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2> 독일 수발보험 비공식 요양 제공자 연금보험 지원 현황
비공식 요양 제공자 중
법정 연금보험 가입자 수
(명)
440,000
430,000
427,000
421,000
414,000
407,000
403,000
414,000
423,000
-

연 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장기요양보험조합의 비공식 요양
제공자 연금보험료 지원액
(십억 유로)
0.9
0.9
0.9
0.9
0.9
0.9
0.9
0.9
1.0
1.0

출처: BMG(2017)에서 재구성

료

료

찾을 수 있었는데,
2014년을 기준으로 연금보험에 가입된 비공식 요양 제공자는 42만 3천
명이다. 독일 내 전체 연금보험 가입자 수(2015년 기준)인 5,381만 명의
0.8%, 직장 등 의무 가입자 2,998만 명의 1.4%에 불과하지만, 자영업자
가입자(29만 명), 임의 가입자(24만 명)과 비교하여 상당한 규모이다. 또
한 2012년 자료를 기준으로, 독일 내에서 비공식 돌봄을 제공하는 성인
의 수 추정치인 470만 명(Wetzstein M et al., 2015)의 약 9%로서 가족
정확한 수급 현황 자 는 연금보험 에 대한 것만

에 대한 돌봄 부담으로 인해 노후 대비를 하지 못하는 사회 구성원들에

당

게 있어 상 한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다.

(2) 급여

료

비공식 요양 제공자가 지원받게 되는 사회보험 는 보험의

종류와 돌

형 따라 결정된다.
먼저 연금보험료의 경우, 참고값에서 해당되는 비율만큼 지원되는데,
이때 참고값이란 전 년도 연금보험의 평균 보상액을 의미한다(SGB Ⅵ,
166).
연금보험의 경우, 지원되는 월별 연금보험료는 수발등급과 급여 유형
봄 대상자의 수발등급, 그리고 급여 유 에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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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다음과 같다.

<표 5-13> 독일 수발보험 비공식 요양 제공자 연금보험료 지원 내용
급여 유형
수발등급
Ⅴ
Ⅳ
Ⅲ
Ⅱ

현금급여

서비스급여

100%
70%
43%
27%

70%
49%
30.1%
18.9%

혼합급여
(현금+서비스)
85%
59.5%
36.55%
22.95%

출처: SGB Ⅴ, 166, 재구성

높을수록 연금보험료 지원 비율이 커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장기요양 수급자가 해당하는 수발등급이 높을수록 비공식 요양
제공자가 수급자를 돌보는 데 투입해야 하는 시간과 노력이 더 많을 것
이므로, 다른 소득활동을 하기가 어려워져서 노후 소득을 준비할 가능성
이 더 낮을 것이다. 따라서 경제적인 노후 대비가 취약할 것으로 예상되
는 비공식 요양 제공자에게 더 많은 연금보험료를 지원하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산재보험은 보험료를 전액 고용주가 내는데, 비공
식 요양 제공자의 경우 세금을 통해 보험료 전액이 지원된다. 이에 따라
여기서 수발등급이

비공식 요양 제공자는 영양, 이동, 가사, 신체 돌봄 등의 영역에서 장기
요양 수급자에게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 중 상해가 발생하면

산재

(S B Ⅶ, 2). 실업보험의 경우에는 보험료에 대한 지원
은 없으며, 본인이 원할 경우 실업보험 가입 자격을 얻을 수 있다.
급여를 받게 된다 G

(3) 집행 체계

료 지원을 위해서

비공식 요양 제공자에 대한 사회보험 가입 및 보험

선 MDK에서 해당 돌봄자가 비공식 요양 제공자 자격을 충족시키
는지 심사해야 한다. MDK는 요양 제공자가 제출한 자료를 일차적으로
심사한 후 해당 돌봄자가 매주 이틀, 주당 최소 10시간 이상의 시간 동
안 수발보험 수급자를 돌보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최종적으로 인정 여부
는, 우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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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판단한다(SGB Ⅺ, 44, 최낙관 2017 재인용).

료

사회보험 지원 자격이 확인된 대상자에 한해 보험 가입과 보험 가
지급된다. 연금보험의 경우

매주

제공하는 요양 시간과 돌봄 대상자의

따라 매년 연금보험료가 책정되며, 이를 장기요양보험
조합에서 지원한다. 산재보험의 경우 사회보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
격 기준 이상(매주 이틀, 주당 10시간 이상)의 요양서비스 제공하는 돌봄
자를 장기요양조합이 지역 내 산재보험자에게 의무적으로 신고하여 보험
가입이 이루어지며, 산재보험료는 전액 세금에서 지원된다(선우덕 외,
2016). 실업보험은 별도의 실업보험 가입 자격을 충족하는 요양 제공자
에 한하여 본인이 원할 경우 가입을 신청하여 실업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보험료는 전액 본인이 납부한다.
수발보험 등급에

(4) 재정

료

사회보험 지원과 관련해서 정확한 재정 부문 자 는 연금보험에 대한

것만

찾을 수 있었다.

<표 5-14> 비공식 요양 제공자 연금보험료 지원 현황
연 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비공식 요양 제공자 중
법정 연금보험 가입자 수
(명)
440,000
430,000
427,000
421,000
414,000
407,000
403,000
414,000
423,000
-

장기요양보험조합의 비공식 요양
제공자 연금보험료 지원액
(십억 유로)
0.9
0.9
0.9
0.9
0.9
0.9
0.9
0.9
1.0
1.0

출처: BMG(2017)에서 재구성

료
합
총 지원액은 2006년부터 2015년까지 9억～10억 유로

비공식 요양 제공자의 연금보험 는 장기요양보험조 에서 지원하게
된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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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으로,

5

총지출액 290억 원의 약 3%에 해당한다. 비
공식 요양 제공자의 연금보험 가입 수는 2006년에 비해 오히려 감소한
상황이며, 이로 인해 장기요양보험조합의 연금보험료 부담액은 크게 변
화하지 않았다. 앞으로 장기요양 수급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동시에 수발보험에서 간호와 수발인력 등 공식 요양서비스 인력을 확충
하고자 하고 있으므로 비공식 요양 제공자 규모와 이에 따른 연금보험료
지원액이 급격히 증가할 가능성은 크지 않으므로 앞으로 지금까지와 비
슷한 추세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 년 기준 장기요양보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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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한국과 독일의 비공식 요양 제공자 지원정책
비교
까

지금 지 독일과 한국의 장기요양보험에서 비공식 요양 제공자를 지

완화, 장기요양 수급자를
통한 간접적 지원, 국가 차원의 세 가지 정책 범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도입한 한국의 경우, 정책을 시행해 온 기간
이 상대적으로 짧다는 점에서 선험국들에 비해 비공식 요양 제공자들의
원하기 위한 여러 제도들을 직접적 돌봄 부담

돌봄 노동에 대한 인식·평가 및 그에 대한 지원책이 활발히 논의되지 않

았다. 제도 초기 가족 돌봄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현실에서 과도기적으
로 가족인 요양보호사 제도나 특별현금급여 등을 시행하고 있지만 여러
문제점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장기요양 제공 역할이 사회적 책임으로
이전되지 못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이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

에서, 독일과의 비교를 통해 한국의 비공식 요양 제공자 정책 상황을 파

악하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논의하고자 한다. 비공식

요양 제공자 지원정책 비교 역시 전체 제도 비교와의 일관성을 위해
Gilbert and Terrell 분석틀의 각 차원을 기준으로 하고자 한다.

7

- 10 -

당

1. 할

<표 5-15> 한국과 독일 비공식 요양 제공자 지원정책의 할당

돌봄 부담
완화 정책
(level1)

수급자를
통한
간접 정책
(level2)

국가
차원의
정책
(level3)

한국

독일

§ 가족상담지원서비스
(시범사업)
- 전국 12개 시범사업지역 거
주자 중 재가급여 수급자의
동거가족 요양 제공자
- 별도의 선정 과정을 통해
1,000명 선발

§ 단기보호, 대리수발, 돌봄
교육
- 재가급여 수급자를 돌보는
비공식 요양 제공자

§ 치매가족휴가제
- 치매가 있는 장기요양 수
급자를 돌보는 비공식 요
양 제공자
- 치매 진단을 받은 수급자
전체로 기준 확대(2018년)

§ 상담 프로그램
- 장기요양 수급자 및 수급
자의 가족, 일반인

§ 가족요양비 제도
- 거주지역 등의 사유로 인
해 가족 등으로부터 장기
요양을 받아야 하는 수급
자일 경우

§ 현금급여
- 재가급여 수급자 중 현금
급여를 선택한 경우

§ 가족인 요양보호사 제도
- 요양보호사 자격을 가지고
장기요양 수급자인 가족을
돌보는 비공식 요양 제공자
- 대상자 범위 축소 중

§ 사회보험 가입 및 보험료 지원
- 매주 최소 이틀 이상, 주당
10시간 이상 비직업적으로
한 명 이상의 장기요양 수
급자를 돌보는 비공식 요
양 제공자
- 기존 14시간에서 10시간으
로 자격 기준 완화(2017년)

완화 정책(level 1)에서, 한국의 경우 가족상담지원서
시범사업 형태로 시행되는 단계이며, 정규사업으로 운영될

먼저 돌봄 부담
비스는 아직

경우 장기적으로는 장기요양 수급자를 돌보는 가족 등 상담이 필요한 사

람

음

매

휴

전체를 대상자로 확대할 계획이다, 다 으로 치 가족 가제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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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시행된 지

채 5년이 되지 않은 초기 단계이며 2018년에는 치매 진

단을 받은 장기요양 수급자 전체로 대상자 기준을 확대하고 있는 중이

음

호

다. 다 으로 독일의 경우, 단기보 , 대리수발을 재가급여 수급자의 비

육

공식 요양 제공자 전체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돌봄교 의 대상자도 같은

프로그램은 비공식 요양 제공자뿐만 아니라 수급자와 그
가족, 그리고 장기요양보험제도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 모두를 대상으로
제공되고 있다. 돌봄 부담 완화 정책(level 1) 범주에서 한국의 정책은
시범사업 단계이거나 안정화되지 않은 초기 단계이며, 독일에 비해 제한
기준이다. 상담

적인 범위의 대상자에게만 적용되고 있다.

음

(v )

다 으로 수급자를 통한 간접정책 le el 2 에서, 한국의 가족요양비 제

거주하거나
특정한 신체·정신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수급자로서, 대상자의 범위가 매
도에서 요구하는 자격 기준은 장기요양기관이 부족한 지역에

우 제한적이다. 이로 인해 가족요양비 수급자는 노인장기요양급여 인정

%

자 중 0.22 에 불과하다. 독일의 경우 이 범주의 정책은 현금급여로, 이
는 재가급여 수급자 중 현금급여 수급자가 대상이다. 현금급여

선택은

본인의 의사에 따른 것이므로, 이 또한 돌봄을 제공할 비공식 요양 제공
자를 구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재가급여 수급자 전체를 대상자로 한다

볼 수 있다. 수급자를 통한 간접정책(level 2) 범주 또한, 정책의 대상
자가 한국이 독일에 비해 훨씬 제한적임을 알 수 있다. 실제로 독일 재
가급여 수급자의 80%가 현금급여를 선택하여 수급하고 있다는 점을 고
려하면 이러한 대상자 범위의 차이가 갖는 중요성이 더 커진다고 볼 수
고

있다.

마지막으로 국가 차원의 정책(level 3)에서, 한국의 가족인 요양보호사
제도의 경우 제도 시행 초기에는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요건이 어렵지
않은 등의 이유로 전체 방문요양보호사 중 30%를 넘어설 정도로 대상자
의 폭이 넓었다. 그러나 요양서비스의 사회화라는 장기요양보험제도 본
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과도기적 제도인 가족인 요양보호사 제도의
대상자 기준을 점점 강화하였고, 이에 따라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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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소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독일에서는 이 범주
의 정책으로 사회보험 가입 및 보험료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매주
최소 이틀 이상, 주당 10시간 이상 비직업적으로 한 명 이상의 장기요양
수급자를 돌보는 비공식 요양 제공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는 다른 범주
의 정책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좁은 범위로 자격 기준을 제한한 것으로,
대상자가 지속적으로

정책의 목적이 장기요양 수급자에 대한 돌봄으로 인해 근로활동을 하지
못하여 사회보험 가입을 유지할 수

없는 요양 제공자들을 지원하는 것이

때문이다. 즉, 비공식 요양 제공 활동 자체가 아니라, 그중에서도 근
로활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더 좁은 범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국가 차원의 정책(level 3)에서는 단순히 혜택 적
용 대상자의 범위의 차이 외에도, 공식적인 근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혜택과 실질적으로 연결되어있느냐의 측면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한국
은 형식상 비공식 요양 제공자의 돌봄 노동을 요양보호사라는 공식적 노
동과 연계하였지만, 제도를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축소시켜서 없
애려는 정책적 의도에서 차이가 있다. 반면 독일에서는 형식상으로는 비
공식 요양 제공자의 돌봄 노동을 일정 자격을 부여하여 새롭게 규정하는
등 정규 노동으로 공식화하지는 않았지만, 정규 소득활동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사회보험 혜택을 실질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대상자의 자격 기준을 2017년부터 기존 14시간의 최소 돌봄시간에서 10
시간으로 완화함으로써, 이를 통해 정책의 대상자 범위를 넓혀 정책을
기

유지·확대하려는 의도를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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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급여
<표 5-16> 한국과 독일 비공식 요양 제공자 지원정책의 급여
한국

돌봄
부담
완화
정책
(level1)

§ 치매가족휴가제
- 월 한도액과 별도로 연간 6
일까지 단기보호 급여나 24
시간 방문요양 급여 이용
가능
§ 가족상담지원서비스
(시범사업)
- 8주 동안 총 11회의 상담
및 교육 제공
- 돌봄에 필요한 지식 위주

독일
§ 단기보호
- 연간 최대 56일, 1,612유로
- 치매를 가진 장기요양 수급
자 125유로 추가 지원
§ 대리수발
- 연간 최대 42일, 1,612유로
§ 돌봄 교육 프로그램
- 수발보험에서 제공하는 교
육 프로그램에 무료로 참여
할 권리 제공
- 요양 제공에 필요한 지식
- 가정 방문 교육도 가능
§ 상담 프로그램
- 수발보험 급여, 기타 의료
및 사회서비스 전체와 관련
된 각종 정보와 심리 상담
제공

수급자를
통한
간접
정책
(level2)

§ 가족요양비 제도
- 소득 수준, 판정 등급에 관
계없이 매월 15만 원 지급
- 2008년 이후 동일한 급여액

§ 현금급여
- 판정 등급별로 월 125유
로~901유로 수준
- 서비스 급여의 40~50% 수준

국가
차원의
정책
(level3)

§ 가족인 요양보호사 제도
- 가족(동거, 비동거): 일 60분,
월 20일까지 급여비 인정
- 특별한 사유가족: 일 90분,
월 20일 초과 시에도 급여
비 청구 가능
- 급여 인정 범위 축소중

§ 사회보험 가입 및 보험료 지원
- 연금보험: 전년도 연금보험
평균 보상액을 기준으로 그
보험료의 22.95%~100% 지
원(등급 및 급여별로 상이)
- 산재보험: 보험료 전액 지원
- 실업보험: 원할 경우 가입
자격 부여

먼저 돌봄 부담

업

완화

(v )

정책 le el 1 에서, 한국의 가족상담지원서비스

총 11회의 상담 및 교육이 제공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요양 제공자 개인에 초점을 맞춘 상담보다는 돌봄에 필요한 지식
등 장기요양 수급자가 필요로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다음으
시범사 에서는 8주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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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휴

로 치 가족 가제에서는 장기요양 수급자의

까

월 한도액과 별도로 연간 6

호 급여나 24시간 동안 방문요양 급여를 이용할 수 있도
록 추가적인 급여를 지급한다. 이를 통해 치매인 장기요양 수급자를 돌
보는 가족들이 일정 시간 돌봄 부담에서 벗어나 휴식을 취할 수 있게 하
는 것이다. 한편 독일의 경우, 연간 최대 56일, 1,612유로까지 재가급여
수급자가 단기보호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단기보호의 경
우 치매를 가진 장기요양 수급자에게는 125유로가 추가로 지원된다. 대
리수발에서는 재가급여 수급자가 다른 요양 제공자로 대체하는 데 드는
비용을 연간 최대 42일, 1,612유로까지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다. 단기보
호와 대리수발 모두, 장기요양 수급자들이 일정 기간 다른 요양서비스를
일 지, 단기보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이를 돌보는 비공식 요양 제공자들이 일정 기간 돌

터 휴식을 취하거나 개인적 여건에 따라 시간을 사용할 수

봄 부담으로부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독일 수발보험에서는 재가급여 수급자를 돌보는

육 프로그램에 무료로 참가할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또한 상담 프로그램에서는 수발보험 및 기타 의
료, 사회서비스 전체와 관련된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개인에 초점을 맞춘 심리 상담도 제공된다. 돌봄 부담 완화 정책(level
1)에서 한국의 치매가족휴가제는 같은 맥락의 제도인 독일의 단기보호와
대리수발에 비해, 해당되는 대상자 범위는 물론 제공되는 급여의 수준도
비공식 요양 제공자들이 돌봄 교

낮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다. 또한 상담 서비스 부분에서, 독일이 경

육

따라 비공식 요양 제공자
개인에 초점을 맞춘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반면, 한국의 경우 형
식상으로는 가족상담지원서비스이지만 내용이 돌봄 기술 교육 등에 초점
이 맞춰져 있다. 이는 비공식 요양 제공자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는 역할
을 할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 돌봄 제공의 연장선에 있는 것이므로 돌봄
스트레스로 인한 부담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요양 제공자 자체를 중심
으로 한 지원책이 더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수급자를 통한 간접 정책(level 2)에서, 한국의 가족요양비
우 교 과 상담 서비스가 구분되어 있고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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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에서는 소득 수준이나 장기요양 수급자의

판정 등급과 상관없이 매

월 15만 원이 지급된다. 이는 2008년 제도 도입 시의 급여 수준과 동일
한 것으로, 다른 급여들이 지속적으로 인상되어온 것과는 대조적인 부분
이다. 한편 독일은 수급자를 통한 간접 지원책으로 현금급여를 운영하고
있는데, 장기요양 수급자의 판정 등급별로 월 125유로에서 월 901유로가
지급되고, 이는 서비스 급여의 40～50% 수준이다. 장기요양 수급자는 지
급받은 현금을 자신을 돌보는 비공식 요양 제공자에게 대가로 제공하게

(v )

된다. 수급자를 통한 간접 정책 le el 2 에서 한국과 독일은 급여 수준
면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이에 더해 한국은 가족요양비 급여 수

른 급여에 맞춰 적절하게 인상하지 않았다는 점도 독일과 구별되

준을 다

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국가 차원의 정책(level 3)에서, 한국의 가족인 요양보호사
제도에서는 대상자에게 일 60분, 월 20일까지 급여비를 인정하여 월 2
0～25만 원 가량의 임금을 받는다. 또한 돌봄을 제공하는 배우자가 65세
이상이거나 장기요양 수급자가 치매일 경우 특별한 사유가족으로 분류하
여 일 90분 인정, 월 20일 초과 시에도 급여비 청구가 가능하도록 하여
월 40～45만 원 선의 임금이 지급된다. 한편 독일은 이 정책 범주에서
비공식 요양 제공자가 사회보험에 가입할 자격을 보장하거나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다. 사회보험의 종류마다 지원 내용이 다른데, 연금보험의 경
우 전년도 연금보험 평균 보상액을 기준으로 해당하는 보험료의 일정 비
율만큼 연금보험료를 지원하며, 비율은 등급 및 급여별로 22.95%∼100%
까지 상이하다. 산재보험의 경우 세금을 통해 보험료를 전액 지원하며,
실업보험에서는 보험료는 지원하지 않고 가입할 수 있는 자격만 부여한
다. 국가 차원의 정책(level 3)의 급여 측면에서 한국과 독일이 가지는
가장 큰 차이점은, 다른 범주와는 달리 한국과 독일 지원책의 본질이 서
로 달라서 지원되는 급여의 특성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가족인 요양보호
사 제도의 경우 당장 현재 시점에서 임금의 형태로 제공되는 급여인 반
면, 독일은 개인이 돌봄 부담으로 인해 대비하지 못하는 노후 소득이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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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재해, 실업과 같은 만약의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다. 사회 구성원의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국가의 중요한 역할, 가
치 중 하나인 점을 고려하면 독일과 같은 접근이 더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소득 보장이라는 미래에 발생할 재정적 문제에
대비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장점을 가진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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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집행체계
<표 5-17> 한국과 독일 비공식 요양 제공자 지원정책의 집행체계
한국

돌봄
부담
완화
정책
(level1)

수급자를
통한
간접
정책
(level2)

국가
차원의
정책
(level3)

독일

§ 단기보호
§ 가족상담지원서비스
- 시설급여 제공 기관 중 부
(시범사업)
분주거시설에서 제공
- 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운영
§ 대리수발
센터(277개), 정신건강증진
- 서비스 급여를 제공하는 장
센터(208개)에서 제공
기요양기관 혹은 다른 비공
(2017년 지역사회기관 추가)
식 요양 제공자
- 정신보건전문요원, 간호사,
§ 돌봄 교육 프로그램
사회복지사
- 장기요양보험조합(다른 비
영리기관, 교육기관과 협동
§ 치매가족휴가제
하여 제공)
- 방문요양 및 방문간호 급여
§ 상담 프로그램
를 함께 제공하는 장기요양
- 장기요양지원센터( 550개),
기관
장기요양보험조합(미설치
(2018년 24시간 방문요양 제
지역)
공 기관 1,700곳으로 확대)
- 장기요양상담사 상근
§ 가족요양비 제도
-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일반
급여와 같은 절차에 따라
집행

§ 현금급여
- 수발보험의 일반 급여 제공
절차와 동일
- 현금급여 지급 이후 사용
과정에 개입하지 않음

§ 가족인 요양보호사 제도
-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후 방
문요양기관에 직원으로 등록
- 방문요양기관은 건강보험공
단에 급여 신청 후 가족인
요양보호사에게 급여 지급

§ 사회보험 가입 및 보험료 지원
- MDK에서 자격 해당 여부
심사(공통 사항)
- 연금보험: 장기요양보험조합
에서 보험료 책정 및 제공
- 산재보험: 장기요양보험조합
이 지역 내 산재보험자에
보고하여 가입
- 실업보험: 본인이 직접 신청
및 보험료 납부

먼저 돌봄 부담

완화

(v )

정책 le el 1 에서, 한국의 가족상담지원서비스

5

- 11 -

업 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운영센터와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운
영하며, 장기요양운영센터는 전국 277개(2016년 기준), 정신건강증진센터
는 전국 208개(2015년 기준)가 설치되어 있다. 또한 2017년 제2차 시범
사업부터는 시범사업 대상 지역의 사회기관이 관리 운영 주체로 참여하
고 있다. 상담 서비스 제공인력은 정신보건전문요원과 간호사, 사회복지
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범사업 추진 시 자격 요건을 두고 선발한
인력들이다. 다음으로 치매가족휴가제는 방문요양 및 방문간호 급여를
함께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서 제공되며, 2018년 7월부터는 24시간 방
문요양 이용 가능 기관을 전국 493개에서 1,700개로 확대할 예정이다. 한
편 독일의 돌봄 부담 완화 정책에서 단기보호는 시설급여 제공기관 중
부분주거시설에서 제공하고, 대리수발은 공식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거
나 다른 비공식 요양 제공자를 고용하여 돌봄을 받는 것도 가능하다. 돌
봄 교육 프로그램은 장기요양보험조합이 직접 진행하거나, 필요한 경우
다른 비영리기관이나 교육기관과 협동하여 제공할 수 있다. 상담 프로그
램은 전국에 설치된 장기요양지원센터에서 제공하며, 2017년 기준 독일
전국에 약 550개가 있다. 장기요양지원센터에는 장기요양상담사가 상근
하며, 미설치된 지역에서는 장기요양보험조합이 상담 서비스를 의무적으
로 제공하고 있다. 돌봄 부담 완화 정책(level 1)의 집행체계 측면에서는
큰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았다. 독일과 한국 모두 각각의 제도에 필요한
기관과 전문인력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한국이 시범사
업을 시행하고 제공기관을 확대해나가고 있음을 고려하면 장기적으로도
양질의 기관 및 인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으로 수급자를 통한 간접정책(level 2)에서, 한국의 가족요양비 제
도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다른 급여와 같은 절차에 따라 집행된다. 가족
시범사 은

요양비는 수급자에게 지급되며, 수급자는 이 현금급여를 자신을 돌보는
데 필요한 비용 등을 위해 사용하게 된다. 독일의 현금급여의 경우에도,

른 급여의 제공 절차와 동일하게 집행된다. 수급자를 통한
간접정책(level 2) 범주에서 특징적인 부분은, 독일 수발보험에서는 현금
수발보험의 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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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

급여의 지급 단계 지만 관여하며, 이후 사용 과정에 대해서는 제한

규

거 개입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물론 한국의 가족요양비도 사용
과정에서는 제도적 개입이 없으나 가족요양비 수급자와 급여 수준이 매
정을 두 나

우 적은 비중을 차지하는 데 비해, 독일 현금급여의 경우 수급자가 전체

6 %5)에 달하는

개 매
우 특징적인 것이다. 이는 급여 사용에 있어 소비자의 선택권과 자율을
보장하는 것이며, 동시에 정책적 개입을 최소화하여 행정비용 등에서 효
율을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국가 차원의 정책(level 3)에서, 한국의 가족인 요양보호사
수발보험 수급자의 0

것을 고려하면 이러한 비 입은

제도에서 급여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장기요양 수급자를 돌보는 가족이

호

요양보 사 자격을

취득한

후, 방문요양기관에 직원으로 등록하여야 한

호

다. 방문요양기관은 가족인 요양보 사가 자신의 가족에게 제공한 요양

건강보험공단에 급여를 신청하여 임금을 제공하게 된다.
한편 독일의 사회보험 지원에서는 해당 비공식 요양 제공자가 사회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에 대해 돌봄 제공 시
간과 정기성 등을 MDK에서 심사하며, 이는 지원 보험 항목 전체에 공
서비스에 대해

통적으로 적용되는 절차이다. 자격이 인정될 경우, 먼저 연금보험에서는

합

료

산재보험의 경우 장
기요양보험조합에서 해당되는 요양 제공자를 지역 내 산재보험자에 신고
하여 가입 절차가 진행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실업보험은 자격을 갖추
고 가입을 원하는 비공식 요양 제공자의 경우 본인이 직접 신청하고 보
험료도 본인이 납부한다. 국가 차원의 정책(level 3)의 집행체계 측면에
서도 마찬가지로 한국과 독일의 정책 성격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직접적
으로 비교하기 힘들다. 다만 제기되는 문제점은, 한국 가족인 요양보호사
제도에서 방문요양기관이 가족인 요양보호사에 대한 급여 신청 업무만으
로 이윤을 얻는 상황이라는 점(선우덕, 2016)에서 불필요한 재정이 소모
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러한 비효율을 해결하여 비공식 요양 제
장기요양보험조 에서 보험 를 책정하여 제공한다.

5)

전체 급여 중 재가급여 수급자 비율 75%, 재가급여 중 현금급여 수급자 비율 8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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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자 지원정책을
다.

강화하는

데 사용될 수 있도록

- 118 -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

4. 재정
<표 5-18> 한국과 독일 비공식 요양 제공자 지원정책의 재정
한국

돌봄
부담
완화
정책
(level1)

독일

§ 가족상담지원서비스
(시범사업)
- 2016년 기준 8억 8천만 원
- 총비용 증가 예상

§ 단기보호
- 이용자 수 증가, 증가 속도
점차 빨라지고 있음
§ 치매가족휴가제
- 재정 지출이 증가할 것으
- 현재 재정 규모는 작으나,
로 예상됨
앞으로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수급자
를 통한
간접
정책
(level2)

§ 가족요양비 제도
- 총 급여비 중 가족요양비
비율은 0.03% 수준으로 매
우 작은 비중
- 재정 규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현금급여
- 전반적인 급여수준 확대로
인해 지출액 지속적 증가
- 장기요양 재정 부담 완화
역할

국가
차원의
정책
(level3)

§ 가족인 요양보호사 제도
- 가족인 요양보호사 비중으
로 인해 장기요양보험 재
정에서 상당한 규모를 차
지하고 있음
- 정책적 의도 등에 따라 재
정 규모가 축소될 것으로
예상됨

§ 연금보험료
- 약 10억 유로, 장기요양보
험 총지출의 약 3%에 해당
하는 규모(2015년 기준)
- 대상자 기준 완화(2017년)
- 지원액의 급격한 증가 가
능성은 크지 않으며, 비슷
한 추세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됨

완화 정책(level 1)의 재정 측면에서, 한국의 가족상담지원
서비스 시범사업의 경우 2016년 소요 재정은 총 8억 8천만 원이었다. 시
범사업을 계속사업으로 공식화할 경우, 지출의 약 30%를 차지하는 연구
개발 및 TF 사업비용의 비중은 감소하는 반면, 상담 서비스 대상자 확
대로 인해 운영비용 등 다른 부문에서의 지출이 커져서 총비용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치매가족휴가제의 경우 이용자의 1인당 평균
이용일 수가 3.8일(2017년 기준)로 50% 이상의 이용률을 보이지만, 연간
이용자 규모 자체가 크지 않아 현재의 비용 지출 규모는 크지 않은 상황
돌봄 부담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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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매 환자는 타 질환에 비해
돌봄 부담이 크다는 점에서 치매가족휴가제에 대한 수요는 빠르게 증가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치매국가책임제의 시행과 지속적인 급여 수준 확
대 요구 등으로 인해 치매가족휴가제의 재정 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이다. 그러나 치

환자가 증가하고 있고, 치

것으로 보인다.

(v )

수급자를 통한 간접 정책 le el 2 의 재정 측면에서, 한국의 가족요양

%
수와 월 15만 원의 낮은 급여 수준으로 인해, 총급여비 중 0.03% 수준으
로 장기요양보험 재정에서 매우 작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계
속해서 제기되는 다른 급여 수준과의 형평성 문제에 따라 제2차 장기요
양 기본계획에서는 통일된 현금급여 지급 등을 통해 가족요양비 급여 수
준을 높일 예정이다. 또한 치매 환자의 증가 및 치매특별등급, 인지지원
등급 신설 등으로 인해 가족요양비 수급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가족요양비의 재정 규모는 지금보다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인
다. 한편 독일 현금급여의 경우, 지출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
러나 현금급여 지출액이 장기요양 급여 지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크
지 않다(2007년～2016년 2%p)는 점에서, 전반적인 급여 수준 확대로 인
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재가급여 수급자 비중의 증가와 높은 현금급여
수급자 비율은, 그리고 다른 급여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급여 수준으
로 인해 현금급여는 독일 수발보험 재정 부담을 완화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급여의 경제성과 재가급여 우선을 원칙으
로 한다는 점에서 독일 수발보험에서 현금급여의 이러한 큰 비중은 앞으
로도 계속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급자를 통한 간접 정책(level 2)에
서, 한국과 독일의 정책은 대상자 규모의 차이로 인해 재정 측면에서도
크게 다른 모습을 보인다. 그러나 두 국가 모두 해당 정책의 지출 규모
를 계속해서 확대할 계획이며, 특히 한국은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정도
로 낮았던 가족요양비 급여 수준 정상화를 통해 재정 규모가 크게 확대
비 제도는 전체 장기요양 급여 인정자 중 0.22 에 불과한 적은 수급자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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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국가 차원의 정책(level 3)의 재정 측면에서, 한국의 가족
인 요양보호사 제도는 방문요양 부문에서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차지하는
비중으로 인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에서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
다. 현행 규정 등을 토대로 급여비용을 추정해본 결과, 가족인 요양보호
사 급여로 지출된 비용은 약 3억 7천만 원 정도로 추정된다. 이러한 절
대치보다 중요한 것은, 가족인 요양보호사 제도를 축소하려는 정책적 의
도에 따른 변화이다. 정책적 의도에 더불어, 가족요양비 제도와의 형평성
문제나 급여 부정수급 문제 등으로 인해 제2차 장기요양 기본계획에서는
가족인 요양보호사 제도를 다른 급여와 통합시키는 방안을 제시되었다.
이렇게 앞으로 제도의 축소나 다른 제도로의 통폐합이 예상됨에 따라 가
족인 요양보호사의 재정 규모는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독일의 사
회보험 지원정책에서는,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연금보험료의 측면에
서 재정 규모를 파악하였다. 수발보험의 연금보험료 지원액은 2006년～
2015년 기간에 9억～10억 유로 선이었으며, 이는 2015년 기준 수발보험
총지출액의 약 3%에 해당한다. 연금보험료를 지원받는 비공식 요양 제
공자의 수는 2012년까지 감소하다가 소폭 상승하였으나 이전보다 낮은
수준이며, 2017년 대상자 기준을 기존 최소 수발시간 14시간에서 10시간
을 완화함에 따라 추가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앞으로 장기요양
수요가 증가하게 되겠지만 수발보험에서 공식 요양서비스 인력을 확충할
계획이므로, 비공식 요양 제공자 규모와 이에 따른 연금보험료 지원 비
용이 급격하게 증가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 차원의 정책

(level 3)에서, 한국과 독일은 매우 다른 성격의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재정 측면에서도 직접적인 비교가 용이하지 않다. 다만, 한국에서

호

축소나 통폐합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
서 공식적 노동의 맥락에서 비공식 요양 제공자를 지원할 수 있는 새로
운 정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 측면에서, 돌봄 노동으로 인해 비공식
요양 제공자가 겪는 가장 큰 문제점은 소득활동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
적절한 노후 대비가 어렵다는 점으로, 이는 장기적 사회 문제로 연결될
가족인 요양보 사 제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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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에 대한 국가의 정책적 역할이 요구되며, 실
제로 독일뿐만 아니라 영국, 프랑스, 오스트리아, 덴마크, 벨기에 등 장기
수 있는 부분이다.

요양보험제도를 운영하는 많은 국가에서 비공식 요양 제공자에 대한 연

료

처럼 모든 사회보험에 대한 지원은 비공
초기 단계인 한국에 쉽지 않은 일이지만,

금보험 를 지원하고 있다. 독일
식 요양 제공자 지원 논의의

사회 구성원의 노후 대비 필요성을 고려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일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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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결론 및 시사점
령

인구의 고 화라는 전

세계적인

변화 속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노

건강을 증진시키고 생활안정을 도모하며, 부양에 대한 가족의 부담
을 사회의 역할로 전환하기 위해 시행된 제도이다. 현재 독일과 네덜란
드, 일본, 영국 등 다수의 국가에서 장기요양보험제도를 시행하고 있으
며, 한국도 시범사업 기간을 거쳐 2008년 7월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후의

도입하게 되었다.

시행된 지 10년이 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노인 인구 부양에 있어
계획적이고 전문적인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
인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동시에 아직 해결되지 않는 문제점들도 꾸준
히 제기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가족의 돌봄 부담이 해소되지 못하고

판

합

있다는 비 은 돌봄의 사회화라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제도 목적에 부

렇

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문제이다. 이 게 장기요양 영역에서 가족
의 역할이 계속 유지되고 있으며,

선험국인

럽

서유

비추어 보아 한국 역시 돌봄에 대한 가족의 역할이

복지국가의 경험에

쉽게 축소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더불어 최근 노인이 자신의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의

삶을

지속할 수 있는 ‘Aging in place’가 장기요양의 중요한 가치로

논의되면서 돌봄에서 배우자나 자녀와 같은 가족 구성원의 필요성이 더

욱 커지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필요에도 불구하고, 핵가족화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등으로 인해 가족 돌봄의 환경적 어려움은 심화되고 있
다. 이와 관련하여, 장기요양보험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여러 국가 중에는

친구와 같은 비공식 요양 제공자들의 역할이 큰 비중을
경우가 있다. 특히 가족주의를 바탕으로 한 유럽 국가들에서

여전히 가족이나
차지하는

이러한 경향성이 나타나며, 그중 독일의 경우에는 장기요양 영역에서 비
공식 요양 제공자를 주된 주체의 하나로 인정하여 이를 활발히 활용하
고, 동시에 여러 정책들을 운영하여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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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가족 등의 비공식 돌봄 자원을 잘 활

용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독일과의 제도 비교를 통해 한국 장기요양보험
제도에서 비공식 돌봄과 관련한 정책적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한국과

른 국가들에 비해 더 급속한 고령화 및 노인 의료비용 증가라

독일은 다

슷

는 비 한 사회적 배경에서 장기요양보험을 시행하였다. 또한 한국이 장
기요양보험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독일의 제도를

참고로

하였고, 재정적

렇

측면에서도 두 국가 모두 같은 사회보험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

게 한국과 독일의 제도는 이 연구에서 초점을 맞추고자 하는 비공식 요

외

므

양 제공자 지원정책을 제 한 많은 부분에서 유사성을 가지 로 비교연

합

구에 적 한 대상으로

볼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독일과 한국 장기요양보험제도 전체를 비교한 후 비공
식 요양 제공자 지원정책에 초점을 맞추어 각 국가에서 시행되는 정책들
의 특성을 비교하고 각 차이가

갖는

의미를 분석하였다. 분석의 틀로

Gilbert and Terrell의 복지정책 분석틀을 사용하였으며, 비공식 요양 제

w

k
모습을

공자 지원정책 분석 과정에서는 T igg and At in의 연구를
하였다. 한국과 독일은 일부분 유사한 제도의

건

공유하고 있지만,

존재한다. 제도의
큰 틀에서 나타나는 몇 가지 차이는 연구에서 초점을 둔 비공식 요양 제
동시에 환경적 여 과 정책적 의도에

따라

바탕으로

차이점도

공자 지원정책과도 연관되어 두 국가에서의 정책적 특성과 차이로 이어
지고 있다.

4

먼저 장에서 한국과 독일 장기요양보험의 제도 전체의 비교 결과를

략

당 차원에서 두 국가 모두 장기요양보
험 가입자를 의료보험 가입자와 동일하게 규정하고, 현재 5등급 체계로
간 하게 정리하면, 첫 번째로 할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가장 큰 차이는 한국은 제도의 대상자로서 노인

령

없

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독일은 연 에 관계 이 장기요양이 필요한 국

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형태라는 점이다.

선

두 번째로 급여 차원에서는 두 국가 모두 재가급여를 우 시하는 것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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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원칙으로 한다. 여기서 한국과 독일이

갖는 가장 큰 차이점은 한국은

원칙적으로 현금급여를 금지하여 제한적으로만 운영하고있는 반면, 독일

%

큼 활발하게 사용
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한국은 월 한도액 설정과 별도로 일정 비율의
본인부담금 규정을 두고 있는 데 반해 독일은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부
분에 대해서만 본인이 부담하는 형태이다.
세 번째로 집행체계 차원에서 한국과 독일 장기요양보험은 모두 의료
보험에 통합되어 운영하되, 별도의 권한과 책임 하에 재정적 독립성을
보장받는다. 서비스 이용 측면에서는 거의 유사한 과정으로 진행되지만,
등급판정 절차 부분에서 한국은 장기요양보험의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운
영하는 반면 독일은 MDK라는 비영리기관에 의뢰하여 진행한다. 서비스
제공인력 부분에서는 한국은 요양보호사를 주축으로 공식 인력이 서비스
제공을 담당하며, 독일은 이러한 공식 인력 외에 가족이나 친척 등의 비
공식 요양 제공자가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
에서는 재가급여 수급자의 80 가 현금급여를 택할 만

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차원인 재정에서는 한국과 독일 모두 독립 사회
보험 방식으로 장기요양보험제도를 운영하지만, 한국은 보험료 외 일부
재원이 공적 부조와 본인부담금으로 구성되는 반면 독일은 재원 전체를
보험료로 조달한다. 재정의 규모 측면에서 두 국가는 큰 차이를 보이는
데, 총지출은 한국이 4조 7천억 원(2016년 기준), 독일이 310억 유로
(2016년 기준, 한화로 약 40조 원)로 절대치로는 독일이 약 10배 큰 규모
이다. GDP(2016년 기준) 대비 총지출 규모 또한 한국이 0.3%, 독일은
1.0%로 큰 차이가 있다. 이러한 재정 규모에 맞게 보험료율도 큰 차이를
보이는데, 한국은 장기요양보험료로 건강보험료의 7.38%로 총소득의
0.45%를 내며, 독일은 총소득의 2.55%(자녀가 없는 23세 이상의 경우
2.8%)로 한국에 비해 훨씬 높은 보험료율을 적용한다. 독일은 재정 부담
에 대한 대비책으로 수발보호기금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는 점도 특징
이다. 두 국가 모두 수입과 지출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재가급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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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비중 확대 등을 통해 재정적 효율을 추구하고자 한다.
이상의

내용처럼 한국과

독일 장기요양보험은 여러 부분에서 유사점

을 공유하지만, 동시에 여러 차이점도

존재한다. 이러한 유사점과 차이점

은 연구의 초점인 비공식 요양 제공자 지원정책과도 긴밀하게 연결되어

5

있다. 이어서 장의 논의인 한국과 독일 비공식 요양 제공자 지원정책의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겠다.
첫 번째로 할당 차원에서의 가장 큰 특징은 정책 대상자 측면에서 한
국이 독일에 비해 적용되는 대상의 범위가 훨씬 더 좁다는 점이다. 하지
만 여기서는 두 국가의 장기요양보험제도 성숙도 차이에 따라, 한국에서
특성과 비교분석

비공식 요양 제공자 지원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지 않은 단계라는 점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정책 자체의 특성 면에서는, 돌봄 부담

완화 정책

(level 1)에서는 두 국가가 비슷한 성격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수급자
를 통한 간접 정책(level 2) 범주에서는 현금급여 사용에 대한 원칙에 따
라 차이가 나타나며, 여기서 현금급여의 활용 정도는 비공식 요양 제공

자 지원정책의 대상자 범위에서의 차이로 이어지게 된다. 국가 차원의

( v 3)에서는

정책 le el

두 국가가 시행하는 정책의 성격과 정책적 의도가

름

다 으로 인해 대상자 범위의 변화 방향도
사회보험 지원 대상의 자격 기준

달라지게 되는데, 독일에서는

완화를 통해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있

감소시키기 위해 대상 범위와
낮추어 통해 가족인 요양보호사 제도를 축소하고자 한다.
는 반면, 한국은 가족 돌봄을

급여 수준

두 번째, 급여 차원에서는 전반적으로 한국이 독일에 비해 급여 수준

당

마찬가지로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성숙
도 차이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급여의 구체적 내용과 관련해서, 한국
의 돌봄 부담 완화 정책(level 1)인 상담 서비스 정책은 요양 제공자 개
인의 욕구보다는 돌봄 기술 교육 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점에서
독일과 구별된다. 급여 차원의 가장 큰 특징은 수급자를 통한 간접 정책
(level 2)의 현금급여 특성으로, 매우 제한적으로만 지급되는 한국의 가
족요양비 제도와는 달리 독일은 재가급여의 한 종류로 현금급여를 적극
이 낮은데, 이는 할

차원에서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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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동시에 서비스 급여에 비해 현금급여의 수준을

설정하여 재정적인 부담 완화도 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국가 차
원의 정책(level 3)에서는 두 국가 정책의 본질 차이에 따라 급여의 특성
이 달라진다. 한국의 경우 가족인 요양보호사에 대한 급여가 현재시점에
낮게

서의 임금으로 주어지는 반면, 독일은 돌봄 부담으로 인해 대비하지 못
하는 노후 소득이나

산업재해, 실업과 같은 미래시점의 혜택으로 제공된

다는 차이가 있다.

세

집행체계 차원에서, 돌봄 부담 완화 정책(level 1)의 관리
운영 주체 및 제공인력은 두 국가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수급자
를 통한 간접정책(level 2)에서도 두 국가의 정책 모두 장기요양보험 급
여의 일종이므로 같은 절차에 따라 집행된다. 독일은 현금급여 지급 이
후 사용 단계에는 개입하지 않음으로써, 소비자의 선택권과 자율을 보장
번째로

하는 동시에 행정비용 등에서 재정적 효율성을 추구하고 있다. 한국 또

개입하지 않지만, 대상 범위와 급여 수준이
매우 낮아서 독일의 정책이 갖는 효과와는 차이가 있다. 마지막으로 국
가 차원의 정책(level 3)에서는 각 정책의 특성이 달라서 집행되는 체계
의 직접적 비교가 용이하지 않다. 다만 집행체계 측면에서, 한국 가족인
요양보호사 제도는 방문요양기관이 가족인 요양보호사에 대한 급여 신청
업무만으로 이윤을 얻는 시스템이라는 점에서 장기요양보험 재정의 불필
한 가족요양비 사용 단계에

요한 소모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다.

네 번째 차원인 재정에서는, 먼저 돌봄 부담 완화 정책(level 1)면에서
두드러지는 차이는 없으며, 한국의 가족상담지원서비스 계속사업화 및
치매가족휴가제의 확대에 따라 재정 지출 규모가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급자를 통한 간접정책(level 2) 부분에서는 한국의 가족요양
비는 전체 장기요양보험 재정에서 극히 작은 부분인 반면, 독일의 현금
급여는 전체 수급자의 60%에 해당된다는 점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다만 독일 현금급여는 지출액 절대 규모가 큰 것이 아니며, 재가급여 수
급자 비중의 증가와 높은 현금급여 수급자 비율, 그리고 상대적으로 낮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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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화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한

은 급여 수준을 통해 재정 부담

국의 가족요양비와 독일의 현금급여 모두 계속해서 확대될 것으로 예상

본

형평성 문제가 제기
될 정도로 급여 수준이 낮았던 가족요양비를 통합 현금급여 형태로 전환
하여 확대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국가 차원의 정책(level 3)에서 두 국
가 정책의 두드러지는 차이는 한국은 가족인 요양보호사 제도를 축소시
킴에 따라 재정 규모도 작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데 비해, 독일은 사회보
험 지원 대상자 기준 완화 등으로 인해 재정 규모가 소폭 증가하거나 이
되는데, 특히 한국은 제2차 장기요양 기 계획에서,

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까

지금 지 한국과 독일 장기요양보험의 제도 전체, 그리고 비공식 요양

았

제공자 지원정책을 비교하고 차이점과 그 의미에 대해 논의해보 다. 두
국가의 제도는 Gilbert and Terrell 분석틀의

수 있다.

차원 모두에서 각각의

갖고 있지만, 이 연구의 초점인 비공식 요양 제공자
관련하여 가장 두드러지는 차이는 재정적인 측면이라고 볼

유사점과 차이점을
지원정책과

네

선 두 국가의 현금급여

이러한 결과를 가져오는 가장 큰 요인으로 우
정책에

따른 차이점을 들 수 있다. 우선 독일 수발보험은 현금급여는 다

른 급여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책정되어 있지만, 현금이라는 급여의 특
성상 장기요양 수급자의 선택권과 자율을 확대하는 효용을 가능케 하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장점으로 인해 독일 수발보험 전체 수급자 중 60%,
재가급여 수급자 중 80%가 현금급여를 선택하고 있다. 또한 집행체계
측면에서, 독일은 현금급여 운영 과정에서 급여의 사용 단계에는 전혀
개입하지 않고 수급자의 자율에 맡긴다. 이 또한 급여 사용의 제한 규정
을 두지 않는다는 점에서 선택권을 넓히는 장점이 있으며, 정책적 개입
을 줄임으로써 행정비용 소모를 줄일 수 있다. 이처럼 현금급여는 더 적
은 비용으로 더 많은 수급자에게 장기요양 혜택을 제공할 수 있으며, 결
과적으로 수급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비공식 요양 제공자의 돌봄 노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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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논의한 바 있듯이, 독일은 수발
보험 도입 시 돌봄의 영역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던 가족 등 비공식
요양 제공자의 역할을 축소시키려 하지 않았고, 기존의 가족 구조와 그
에 따른 돌봄자 역할을 유지시켜 활용하고자 하였다. 국가의 역할은 장
기요양 필요에 따른 비용 전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적인 역할
만을 담당하고자 했던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렇게 가족의 역할을 유지
대한 대가를 보상할 수 있게 된다.

하기 위해 비공식 요양 제공자의 돌봄 노동에 대해 일정한 대가를 지불

법 찾고자 하였고, 현금급여를 도입한 것도 이러한 이유가 크게
작용한 것이다. 즉, 독일 수발보험에서 비공식 요양 제공자 지원정책의
큰 축을 구성하는 현금급여 정책은 비공식 요양 제공자 지원에서뿐만 아
할 방 을

니라 수발보험 전체 차원에서 더 적은 비용으로 더 많은 대상자에게 장

높이게 되는 것이다.
독일 비공식 요양 제공자 지원정책은 현금급여 이외의 부분에서도 재
정적인 측면에서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다. 사회보험 가입과 보험료 지
원정책을 예로 들 수 있는데, 앞서 설명하였듯 독일 수발보험에서는 비
공식 돌봄을 공식적인 노동으로 인정하거나 연계하려 하지 않지만, 가족
이나 친척을 돌봄으로 인해 소득활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 이에 대비할
기요양 혜택을 제공할 수 있어서 재정적 효율성을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 지원을 하고 있다. 비공식 요양 제공자가 돌봄

써

노동을 함으로

공식적 소득활동에서만 얻을 수 있는 사회보험이라는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사회 구성원의 소득
보장이라는 재정적 문제에 대비한다는 측면에서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존재와 이에 대한 인식으
로 인해 구성원이 갖게 되는 효용 측면에서도 긍정적 효과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정책적 특성은 특히 같은 정책 범주에서 비교하였던
한국의 가족인 요양보호사 문제와도 대비된다. 가족인 요양보호사 제도
의 경우 우선 돌봄에 대한 보상을 지급하기 위해 비공식 요양 제공자가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는 데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 또한,
이 제도는 방문요양기관이 가족인 요양보호사에 대한 급여 신청 업무만
사회적 비용을 예방할 수 있고, 사회안전망의

9

- 12 -

윤

따라 불필요한 재정 소
모가 발생하는 것도 문제점이다. 이에 더해 가족인 요양보호사 제도 특
성으로 인해, 실제로는 자신의 가족을 돌보면서도 서류상으로는 서로 상
대의 가족을 돌보는 것으로 위장하여 일반 요양보호사와 같은 임금을 받
는 부정수급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가족인 요양보
호사 제도를 의도적으로 축소시키려는 정책 과정에서도 상당한 비용이
소모될 수 있다. 물론 독일의 정책인 사회보험 가입과 보험료 지원 과정
에서도 자격 심사 등의 행정적 비용이 소모되고, 어느 정책이든 일정 부
분 부작용과 재정 누수가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가족인 요양보호사 제
도는 특히 과도한 비효율의 문제를 안고 있으므로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
으로 이 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구조로, 이에

다고 생각된다.
노인이 자신의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받으며

매

삶을 지

속하는 ‘Aging in place’의 추구, 치 와 같이 공식적 서비스보다는 가족

친척에 의한 돌봄을 필요로 하는 질환의 증가, 그리고 예상되는 공
식 요양 인력 부족 문제 등의 측면에서 비공식 요양 제공자의 역할은 축
소되기 쉽지 않고, 오히려 그 필요성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
라, 지금까지의 논의를 토대로 한국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비공식 요양
이나

제공자 지원과 관련하여 몇 가지 정책적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선 한국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체계에서 비공

첫 번째로, 무엇보다 우

식 요양 제공자의 역할을 어떻게 인식하고 정책적으로 접근할지 그 방향
과 목표를 명확히 해야 한다. 이 과정이

선행되지 않으면 일관되지 못한

따른 개편으로 인해 비효율이 발생하게 된다. 대표적
인 예가 가족인 요양보호사 제도이다. 초기에 가족 돌봄자에게 일정한
보상을 제공하기 위해 도입된 이 제도는 다른 국가에서 선례가 없는 한
국만의 특수한 형태이다. 예상보다 더 큰 규모로 가족인 요양보호사들이
급속하게 증가하게 되었고, 다시 이를 축소하기 위해 여러 차례 제도 개
편 등의 비용이 소모되었다. 또한 이 제도는 가족요양비 등 다른 제도와
정책 시행과 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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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평성 문제도 제기되었는데, 이러한 문제점들은 제도의 정
책적 방향과 목표가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증요법적인 대응으로 인
해 생겨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추가적인 비효율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독일의 경우처럼, 비공식 요양 제공자의 돌봄 노동을 어떻게
인식할 것인지, 가족의 역할을 유지할 것인지 혹은 돌봄의 완전한 사회
의 관계에서

화를 추구할 것인지 등을 명확히 해야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구체적인 정책 차원에서 현금급여 원칙에 대한 재논의가

터 현금급여 제공을 원칙적으
로 금지하였지만, 현재 특별현금급여 항목이 설치되어 있고 그중 가족요
양비는 실제로 집행되고 있다. 또한 제2차 장기요양 기본계획에서는 현
행 가족요양비와 가족인 요양보호사 제도를 하나로 통합하여 통일된 현
금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8). 이는 현금
급여 방식이 갖는 장점으로 인한 결정일 것이므로, 현금급여 형태만이
갖는 장점과 이로 인한 비용을 비교하여 보편적인 현금급여의 도입을 다
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실제로 장기요양보험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
하고있는 여러 국가에서 현금급여가 효과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사례가
많다는 점에서도 그 필요성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로, 비공식 요양 제공자들이 돌봄 부담으로 인해 사회안전망에
적절히 대비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물론 독일
처럼 모든 사회보험에 대해 일정 부분 지원을 시행하는 것은, 비공식 요
양 제공자의 지원 논의가 초기 단계에 있는 한국에서는 현실성이 떨어진
다. 하지만 장기적인 시각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노후 소득
대비책 마련 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고 필요한
일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노후 소득에 대한 불충분한 대비는 장기적
필요하다는 점이다. 한국은 제도 도입 시부

사회 문제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국가의 정책적 역할이 요구되는
부분이다. 또한

실제로 독일뿐만 아니라 영국, 프랑스, 오스트리아, 덴마

벨기에 등 장기요양보험제도를 운영하는 많은 국가에서 돌봄 부담으
로 인해 소득활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 연금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다. 따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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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

터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

라서 체계적인 정책 수 을 위해 지금부
이다.

마지막으로, 세부 정책 측면에서 상담 서비스의 개선과 확대가 요구된
다. 우선 앞서 독일의 정책과의 비교를 통해 알 수 있었듯이, 시범사업으
로 시행되고 있는 한국의 가족상담지원서비스에서 장기요양 수급자의 돌

욕구 해소 방안을 강화해
야 한다. 개인 심리 상담 등 비공식 요양 제공자를 중심으로 하는 서비
스가 포함되지 않는다면, 교육과 상담 또한 돌봄의 연장선에 있는 것으
로 인식되어 돌봄 부담을 본질적으로 해소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치매가족휴가제 이용 현황 등에서 보았듯이,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서비스 내용 정보에 대한 대상자와 가족의 인지도가 높지 않은 상황이
다. 따라서 독일과 같이 한국에서도 상담 서비스 부문의 빠른 확충을 통
봄 영역이 아니라 요양 제공자가 필요로 하는

해 현행 정책에 대한 더 많은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 정책적 효
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올해로 시행 10년째를 맞는 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일부분
성과를

거두었고 여러 문제점도 존재한다. 그중에서도 여전히 가족에 의

한 돌봄이 지속되고 있는 현 상황과, Aging in place와 같은 가치의 대

욱 중요해지고 있는 부분에 초점을

두로 인해 돌봄에서 가족의 역할이 더
맞추어, 비공식 요양 제공 자원을

았

잘 활용하고 있는 독일과 한국의 제도

를 비교해보 다. 특히 비공식 돌봄에 대한 보상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

슈 매우 논쟁적인 부분이고, 한국에서도 꾸준히
문제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장기요양보험제도

는 현금급여 도입 이 는
논의되고 있는

전체와 그 체계 안에서의 비공식 요양 제공자 지원정책에 대해 분석하고

았

논의해보 다. 이 연구는 비교 대상 국가가 독일이라는 점에서

료

거

처 다루지 못한 부분 등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있는 선험국과

의 문제로 자 가 미비하 나, 제도 전체에서 미
에 있어 한계가

존재하지만,

제도를

언어 등

의 비교를 통해 한국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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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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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Comparative Study on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in Korea and Germany
- Focusing on Policies to support the Informal
Caregiver -

Kim, Hyoj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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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s the population aging, many countries implemented the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to cope with the growing need for
social service. Korea also started the system in 2008 and it has been
achieving the recognition that the system facilitated more specialized
care service by socializing elderly care.
However, there has been a criticism that still family members are
taking a considerable part in elderly care. Moreover, “Aging in place”
becomes an important value in long-term care - which means people
can live in the residence of their choice, being able to have any
services they need. Therefore, the role of family members such as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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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ouse, sons or daughters gets more crucial in elderly care, which is
expected to continue in near future. Based on this circumstance, this
study conducted a comparative study of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s of Korea and Germany to seek policy implications on how to
define and support informal caregivers.
There are two research questions for this purpose. First, this paper
examines and compares the overall structure and features of each
country’s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Based on this, it focuses
on policies to support the informal caregiver and figures out the
impacts of these policies have on the overall system. The analysis
was carried out with Gilbert and Terrell’s framework.
The main results of the paper show that the most striking
difference was in the financial aspect. Because German’s system
provides cash benefit, it is more efficient to give benefits to more
recipients at less cost. Moreover, Germany supports social insurance
service such as pension premium for informal caregivers, which
would prevent possible social cost in future, for example by securing
old-age income. Compared to Germany, Korea is now on the basic
step to discuss and devise policies for informal caregivers.
Based on the results, some implications for Korea could be
suggested. First of all, it is necessary to discuss how to define and
recognize the role of informal caregivers in long-term care. Second,
we need to reconsider the cons and pros of cash benefit, which was
originally limited to Korea’s system. Further, some plan should be
devised to solve the vulnerability of informal caregivers with social
security. Lastly, existing services, such as counseling, need to be
improved in details and expand beneficiaries.
Although this paper needs to supplement some shortages in det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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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meaningful because it tried to suggest important implications for
Korea’s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by comparing to Germany’s
system, which is respected to be well-implemented.
it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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