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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3국은 예로부터 지리적으로 위치가 가깝고 문화적 배경이 유사해 긴밀한 관

계를 유지해 왔다. 경제와 무역 분야를 비롯하여 외교, 안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중

일의 협력이 진행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보건 분야의 정부간 협력도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2007년부터 한중일 보건장관회의를 개최하여 지난 회의기간동안 전염병 협력체

계와 정책교류 채널 구축 등 다양한 과제를 추진해 왔다.

이와 함께 2010년부터 ‘한중일 고령화회담’은 고령사회분야의 3국간 정책경험을 공

유하며, 고령사회분야의 제도발전을 위한 정례적인 정책교류 채널로 역할을 하고 있

다. 이번 제5차 한중일 고령화회담 정책세미나에서 3국의 정책사례발표와 열띤 토론

이 이루어져, 한중일 고령화 회담이 정책실무자들에게 중요한 논의의 장이라는 점을 

새삼 확인하였다. 앞으로 3국 정책실무자들의 지속적인 교류가 이어지기를 바란다.

그러나 무엇보다 이번 회담에서는 ‘협력 양해각서(MOC)’의 연장 서명을 하게 된 것

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동 협력체계를 통해 3국이 당면하고 있는 고령화 문제의 공

동해결을 위한 노력이 가시화 되기를 기대한다.

고령화는 비단 한중일 3개국만 겪고 있는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가 공통적으로 직면

하고 있는 문제이다. 또한 인구고령화는 위기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기회가 될 수

도 있다. 아시아의 리더로서 한국과 중국, 일본 3개국의 책임이 막중하다. 이번 제5차 

한중일 고령화회담에서 발표되고 논의된 한중일 3국의 정책사례를 함께 공유하여 보

다 발전된 정책을 추진할 수 있기를 바라며, 세계의 고령화 문제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15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김  상  호

머리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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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최목적

⧠ 한중일의 고령화 관련 정책현황 및 경험을 공유하여 고령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협력체계 구축

○ 2008년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중국 원자바오 총리가 고령화 관련 3국의 실무자 

정책교류를 제안

⧠ ‘고령화 협력교류에 관한 각서(Memorandum for Cooperation, MOC)’ 체결 

하에 2010년부터 정기적으로 한중일 고령화회담 진행 중

○ 2010년 1차 중국, 2011년 2차 한국, 2012년 3차 일본, 2013년 4차 중국 

－ 2010년에 체결된 MOC의 5년간 유효기한 만료(2015.4.30)로 재개정 필요

<표 1-1> 한중일 고령화회담 개최실적

일시 장소 주요사항

제1차
2010.4.29-30

중국
베이징

• 제1차 한·중·일 고령화회담
 (참석) 한국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중국 전국위생․가족계획위원회 국제협

력관, 일본 후생노동성 노건국장
 (주요내용) 3국의 고령인구 현황 소개 등 세미나 및 사례 연구, 고령화대응협

력각서(Memorandum for cooperation) 체결

제2차
2011.11.3-4

한국
서울

• 제2차 한·중·일 고령화회담
 (참석) 한국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중국 전국위생․가족계획위원회 국제협

력관 및 개발정보국, 일본 후생노동성 노건국장
 (주요내용) 고령자 보건의료 정책 등 세미나 및 사례 연구, 노인복지관 및 요양

시설 등 현장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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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담 개요 및 주요내용

⧠ 일시 및 장소 : 12.16(수)~17(목), 제주도 켄싱턴호텔

○ (1일차) 정책세미나 Session 1 및 만찬

○ (2일차) 정책세미나 Session 2 및 MOC 개정, 제6차 회담 개최 방안 논의, 현

장방문

⧠ 주요내용

○ 고령사회 정책에 관한 한중일 3국의 공동 정책세미나

－ (세부주제 1) 노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 (세부주제 2)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고령친화산업 육성방안

            ※ 한중일 3국 사례발표 후 정부대표단 및 관련 전문가 질의 및 토론 진행

○ 한중일 3국 MOC 개정 서명

○ 한중일 3국 대표단 및 관련 전문가 현장 방문

－ 제주특별자치도에 위치한 대표적인 장기요양시설 및 노인복지관 방문

○ 제6차 회담 개최 방안 관련 논의 

일시 장소 주요사항

제3차
2012.8.27-29

일본
도쿄

• 제3차 한·중·일 고령화회담
 (참석) 한국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중국 전국위생․가족계획위원회 국제협

력관 및 개발정보국, 일본 후생노동성 노건국장
 (주요내용) 지역사회와 재가 요양 서비스, 고령친화 대책(고령친화용품, 고령자 

주택 등) 

제4차
2013.7.17-19

중국
상하이

• 제4차 한·중·일 고령화회담
 (참석) 한국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중국 전국위생․가족계획위원회 국제협

력관 및 개발정보국, 일본 후생노동성 노건국장
 (주요내용) 고령화 대응을 위한 보건의료 정책 현황(간병 서비스 등), 독거노인

을 위한 건강 서비스 정책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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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석자 : 한국 보건복지부, 중국 전국위생․가족계획위원회, 일본 후생노동성 정부

대표단 및 관련 전문가, 약 30명

○ (한국 정부대표단) 인구정책실장, 인구아동정책관, 요양보험제도과장, 인구정

책과 서기관, 유관부서 사무관 등 9명

○ (중국 및 일본 정부대표단) 국장급 공무원을 대표로 해당국이 자율 선정

－ 중국 전국위생․가족계획위원회 2명, 일본 후생노동성 등 6명

○ (한국 민간전문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정책연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중일 3국 협력 사무국 등 13명

<표 1-2> 한중일 고령화회담 참석자

구분 중국 한국 일본

단장
전국위생․가족계획위원회
부국장 (He Zhaohua)

인구정책실
인구아동정책관 (김헌주)

후생노동성 노건국
심의관 (Hiroki Hamaya)

참석
부처

•전국위생․가족계획위원회 •보건복지부 
•후생노동성 노건국
•주한 일본대사관

연구
기관
등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정책연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중일 3국 협력 사무국

-

인원 2명
22명

(정부 9명, 민간 13명) 
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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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부 일정

〈표 1-3〉 제5차 한중일 고령화회담 세부 일정

시  간 일  정

1일차: 12/16(수)                                                  

16:00-16:15 ․참석자 소개 및 환영사 

16:15-16:45 ․한국, 중국, 일본 대표 기조연설 (각10분) 

16:45-17:00 ․기념촬영 

17:00-18:20 

․고령화 정책세미나 session 1

  <노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 3국 사례발표 (각 20분)

- 질의 및 토론 (20분)

18:20-20:00 ․공식 만찬

2일차: 12/17(목)                                                   

10:00-11:20

․고령화 정책세미나 session 2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고령친화산업 육성방안>

- 3국 사례발표 (각 20분)

- 질의 및 토론 (20분)

11:20-11:35 ․3국 MOC 개정 서명식 및 기념촬영

11:35-11:40 ․회의 정리 및 폐회, 이동

11:40-12:10 ․6차 회의 개최 방안 논의

12:10-15:30 

․오찬 및 현장방문

- 중국/한국 : 성이시돌요양원

- 일본/한국 :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관

※ 사용언어 : 만찬․현장방문을 제외한 공식행사는 동시통역 실시
    - 만찬(헤드테이블에 한정) 및 현장방문은 순차통역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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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참석자 명단

⧠ 한국

○ 정부대표단 

〈표 1-4> 한국 정부대표단 명단

성명 직위 비고

이동욱
Lee, Dong Uk

인구정책실장
Assistant Minister for Population Policy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Republic of Korea
환영사

김헌주
Kim, Heon Joo

인구아동정책관
Director General

Population and Child Policy Bureau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Republic of Korea

기조연설

이스란
Lee, Seu Ran

요양보험제도과장
Director 

Division of Long-term Care Insurance Policy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Republic of Korea

박창규
Park, Chang Kyu

인구정책과 서기관
Senior Deputy Director 

Division of Population Policy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Republic of Korea

사회자

변루나
Byon, Lu Na

요양보험제도과 사무관
Deputy Director 

Division of Long-term Care Insurance Policy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Republic of Korea

박계성
Park, Gye Sung

요양보험제도과 사무관
Deputy Director 

Division of Long-term Care Insurance Policy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Republic of Korea

남후희
Nam, Hoo Hee

국제협력과 사무관
Deputy Director

Division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Republic of Korea

전미정
Jeon, Mi Jeong

인구정책과 주무관
Assistant Director 

Division of Population Policy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Republic of Korea

황상현
Hwang, Sang Hyun

요양보험제도과 주무관
Assistant Director 

Division of Long-term Care Insurance Policy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Republic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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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전문가 

〈표 1-5〉 한국 민간전문가 명단

성명 직위 비고

김기향
Kim, Ki Hyang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센터장
Manager 

Senior-friendly Industry Support Center 
Korea Health Industry Development Institute

발표자(Session2)

유애정
Yoo, Ae Jung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Research Fellow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Health 
Insurance Policy Research Institute

발표자(Session1)

정경희
Chung, Kyung Hee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Senior Research Fellow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좌장(Session2)

이윤경
Lee, Yun Kyung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Research Fellow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좌장(Session1)

김경래
Kim, Gyeong Rae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Associate Research Fellow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김재호
Kim, Jae Ho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Associate Research Fellow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황남희
Hwang, Nam Hui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Associate Research Fellow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이화진
Lee, Hwa Jin

한중일 3국 협력 사무국 부장
Director of Socio-cultural Affairs 
Trilateral Cooperation Secretariat 

양수영
Yang, Soo Young

한중일 3국 협력 사무국 연구원
Socio-cultural Affairs Officer

Trilateral Cooperation Secretari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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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 정부대표단 

〈표 1-6〉 중국 정부대표단 명단 

성명 직위 비고

He Zhaohua
Deputy Director General

Department of Family Development, National Health 
Family Planning Commission, China

기조연설

Zheng Chunmei
Division Director

Department of Family Development, National Health 
Family Planning Commission, China

발표자
(Session1,2)

⧠ 일본

○ 정부대표단 

〈표 1-7〉 일본 정부대표단 명단

성명 직위 비고

Hiroki Hamaya
Councilor for the Minister (Health and Welfare for 

Elderly and Persons with Disabilities)
Ministry of Health, Labour and Welfare, Japan 

기조연설

Yuji Higashi

Senior Officer for welfare equipment and house repair 
for development and promotion of nursing-care robot

Division of the Support for the Elderly, Health and 
Welfare Bureau for the Elderly, Ministry of Health, 

Labour and Welfare, Japan 

발표자
(Session2)

Koji Sugita

Unit Chief
General Affairs Division, Health and Welfare Bureau 

for the Elderly, Ministry of Health, Labour and Welfare, 
Japan 

Kuniko Takahashi

Senior Officer for Community-based Integrated Care 
System Promotion Division

Health and Welfare Bureau for the Elderly, Ministry of 
Health, Labour and Welfare, Japan

발표자
(Session1)

Kikumi Katakura
Deputy Director

International Affairs Division, Minister's Secretariat, 
Ministry of Health, Labour and Welfare, Japan

Yuko Matsui
Second Secretary

Economic Section, Embassy of Japan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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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 대표 환영사 
(이동욱: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

(인사말씀)

바다를 건너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중국 전국위생･가족계획위원회 허 자오화(He 

Zhaohua) 부국장님, 일본 후생노동성 히로키 하마야(Hiroki Hamaya) 심의관님을 

비롯한 중국과 일본의 정부대표단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한, 한중일 고령화 정책세미나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주신 한국의 여러분께

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중일 3국의 교류협력 현황)

한중일 3국은 예로부터 지리적으로 위치가 가깝고 문화적 배경이 유사해 긴밀한 관

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간 경제와 무역 분야를 비롯하여 외교, 안보 등 다양한 분야

에서 3국의 협력이 진행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보건 분야의 협력도 활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2007년부터 한중일 보건장관회의를 개최하여 지난 회의기간동안 전염병 협

력체계와 정책교류 채널 구축 등 다양한 과제를 추진해 왔습니다.

(한중일 고령화회담 의의)

이와 함께 2010년부터 ‘한중일 고령화 회담’은 고령사회분야의 3국간 정책경험을 

공유하며, 고령사회분야의 제도발전을 위한 정례적인 정책교류 채널로 구축되었습니

한중일 대표단 환영사 및 기조연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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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특히 이번 회담에서는 ‘협력 양해각서(MOC)’ 연장 서명을 하게 되어 더욱 의미있

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고령화를 포함하여 인구문제를 총괄하는 정부 책임자로서 저는 이러한 협력체계가 

구축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이러한 협력체계를 통해 3국이 당면하고 

있는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의 노력이 가시화 되기를 바랍니다.

(마무리말씀)

고령화는 비단 우리 3개국만 겪고 있는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가 공통적으로 직면하

고 있는 문제입니다. 또한, 인구 고령화는 위기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시아의 리더로서 한국과 중국, 일본 3개국의 책임이 막중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발표되고 논의되는 한중일 3국의 정책사례를 함께 공유하여 보다 

발전된 정책을 추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러한 노력이 세계의 고령화 문제 해

결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참석해주신 국내외 귀빈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일의 토

론을 통해 동북아가 세계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한 걸음을 내딛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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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 대표 기조연설
(김헌주: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김헌주입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제5차 한중일 고령화회담에 참석해 주신 중국과 일본의 정

부대표단과 한국의 전문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번 ‘한중일 고령화회담’

이 벌써 5회차를 맞이하여, 한국 제주도에서 개최되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회담에서 3국은 정책세미나를 통해 각국의 고령화 대응을 위한 보건의료 정책

현황을 살펴보고, 독거노인을 위한 건강서비스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이

번 제5차 정책세미나에서는, 고령자와 관련한 정책 중에서도 최근 관심도가 높은 장기

요양보험과 고령친화산업 분야에 대해 살펴볼 예정입니다.

(고령화와 생산가능인구)

현재 한국의 고령화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의료기술

의 발달 등으로 기대수명은 증가하고 있으며, 한편으로 낮은 출산율은 인구고령화를 

가속화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은 1.21명으로 OECD 국가들 

중 최하위 수준이며, 지난 10년간 초저출산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현재 전체인구에서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12.1% 수준이지만, 2017년이 

되면 14%를 넘어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2050년에는 37.4%까지 증가할 전망입니다. 

국제적으로 생산가능인구를 15세부터 64세까지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생

산가능인구는 증가하고 있으나, 2016년 약 3만7천명을 정점으로 감소될 것으로 예측

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은 일부 직종에서만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나, 장기적으로는 

전체 산업분야에서 인력부족이 심화될 전망입니다. 

한국정부는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지 못하는 

여성과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가를 높이기 위한 사회․제도적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

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는 단순히 전체 노동시장에서의 

문제 뿐 아니라 고령자 개개인의 소득과 건강 측면에서도 효과적인 대응방안이라는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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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하에,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고령화와 장기요양보험)

노인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건강한 노인인구 뿐만 아니라 치매 등 돌봄이 필요한 노

인의 규모도 증가합니다. 2015년 현재 한국의 치매유병률은 9.8%입니다. 하지만 

2050년에는 15.1%로 증가할 전망입니다. 급속한 고령화와 핵가족화는 가정과 지역사

회에서 노인의 치료와 돌봄에 대한 서비스 수요를 증대시킬 것입니다. 과거 가족의 부

담으로 인식되던 장기요양문제가 이제 더 이상 개인이나 가계 수준에서 해결해야 할 

부담이 아니라, 사회적․국가적 책무로 요구될 것입니다.

한국 정부는 고령화에 대응하여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도입하였으며 치매예

방 및 관리 사업 등 노인의 의료보장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쳐왔습니다. 특히, 지난

해에는 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증 치매환자를 위해 장기요양보험 내 별

도의 등급을 만들어 보호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2009년 28만명이었던 장기요양보

험 이용자가 지난해 42만명으로 증가하였습니다. 

하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제도 도입 초기 충

분한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에서 일시에 제도를 시행함에 따라 양질의 서비스 제공인력

과 시설 등이 부족했으며, 여전히 문제로 남아있습니다. 또한, 요양병원간 및 요양시설

간의 역할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아, 불필요한 입원 등으로 인한 자원의 불필요한 낭비 

역시 문제입니다.

(베이비붐세대와 고령친화산업)

인구 고령화는 위기일 수 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한국에는 1955년부터 1963년 사이에 출생한 베이비붐 세대들이 712만명이나 있습니

다. 이들은 경제력을 지니고 있으며, 기존 노인세대들과 달리 다양한 욕구를 지니고 있

습니다. 2020년이 되면 이들이 주 소비층으로 등장하면서 고령친화산업은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2015년 

39조원 규모의 고령친화산업이 2020년에는 72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나타났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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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현재 유럽 국가들은 고령친화 제품 개발 등을 위하여 상당한 규모의 재원을 투입

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독일은 고령자의 독립적 삶을 지원하는 기술에 약 8,700만 유

로를 투자하고, 고령친화제품 개발 등 고령 관련 R&D에 연간 3~4억 유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2006년 「고령친화산업진흥법」을 제정하는 등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한국의 고령친화산업은 영세하

기만 합니다. 기업들의 생산규모와 기술수준이 취약하고, 생산하고 있는 제품도 장기요

양보험 위주로 한정적인 상황입니다.

오늘과 내일 오전까지 진행되는 정책세미나에서 장기요양보험제도와 고령친화산업

에 대해 보다 상세한 내용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각 국의 정책현황

과 과제를 공유하고 함께 대안을 고민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이 자리에 참여해 주신 국내외 귀빈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건승

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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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국 대표 기조연설 
(He Zhaohua: Deputy Director General, National Health Family Planning Commission)

존경하는 여러 대표님들, 신사숙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아름다운 제주도에서 제5차 중일한 고령화회담에 참석하게 되어 대

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일한 3국이 한자리에 모여 고령화사업과 인구사회

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공동추진 할 수 있도록 초청해주신 한국 보건복지부에 대단히 감

사드립니다. 2주 전, 일본 교토에서 열린 제8차 중일한 보건장관회의에서 3국 장관은 

인구고령화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공동성명>에서 건강한 고령화의 중요성을 재

천명하였습니다. 이번 회담은 장관회의의 중요한 성과이자 구체적인 후속 행동입니다.

인구고령화는 오늘날 전세계가 공동으로 직면한 엄준한 도전입니다. 2010년, 우리

가 속해있는 아태지역 고령인구는 3억 명이 되었으며 2050년에는 12억 6천만 명을 

넘어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 주변의 네 사람 가운데 한 명은 60세 이상의 

고령자입니다. 고령화사회가 도래하면서 중일한 3국을 포함한 우리 아태지역 각국은 

경제, 정치, 사회 분야에서 심각한 영향을 받게 될 것입니다. 각국 정부는 일관된 계획 

하에서 실행가능한 정책과 효율적인 매커니즘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지역 협력을 

강화하면서 고령자들의 생활, 질병 등 여러 어려움을 우선적으로 해결함으로써 고령자

들이 안정과 존엄이 보장된 환경에서 만년을 편안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도전을 기회로 바꾸고 사회와 경제를 건강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

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들어, 중일한은 건강한 고령화 문제를 논의하고 교류하는 일련의 행사를 가졌

습니다. 2008년 중일한 3국 정상회의에서 공동으로 의사를 밝힌 이래, <중일한 노인

가정 보건 및 관련 공공서비스 지원에 관한 협력기제>를 바탕으로 네 차례에 걸친 심포

지엄을 개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일한 3국이 인구고령화로 인한 도전에 적극적으

로 대처할 수 있도록 많은 기여를 하고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인구고령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중일한 3국은 공통점이 있으면서도 각자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구고령화에 대한 공동의 과제가 있는 동시에 각자의 경험을 가지

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은 거대한 규모와 빠른 속도로 인구고령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빈곤한 노인계층, 지역간 불균형 등 중국만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는 중국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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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의 발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현재, 60세 이상 고령인구는 2억1,200만명에 달하며 전체 인구의 15.5%에 해당합

니다.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1억3,800만명에 달하며 전체 인구의 10.1%에 해당합니

다. 중국 인구고령화 속도는 전세계 평균 수준의 1.5배로서 2014년 고령인구의 비중

이 20%를 넘어서고, 2050년에는 세 명 가운데 한 명이 60세 이상 노인일 것으로 예측

됩니다.

고령자는 건강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다른 연령대보다 현저하게 높습니다. 특히 1억

5천만명 만성질환자와 400만명의 기능상실 노인은 전문적이면서도 저렴한, 적절하고 

편리한 의료･요양서비스를 필요로 합니다. 건강한 고령화를 적극 추진하고 고령자의 

건강기능 및 사회생활능력을 유지하는 일은 고령화사회 의료시스템 영역의 새로운 과

제입니다. 이는 도전이자 기회입니다.

중화민족은 예로부터 노인을 공경하는 전통 미덕을 이어왔습니다. 이에 중국 정부는 

고령자들의 건강을 고도로 중시하면서 일련의 정책과 조치를 내놓고 건강한 요양서비

스 발전을 앞당기기 위해 의료보건과 요양서비스를 결합해 오고 있습니다.

- 중국은 지속적인 입법을 통해 고령자의 기본 권익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사회사업 개혁, 사회관리 혁신 등 정책결정 과정에서 고령자들의 직접적 이익을 전

면적으로 지지하고 보호하면서 고령자들에 관련된 500여 건의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이 가운데 60여개 정책은 고령자들의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 중국은 의료보건과 요양서비스의 결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가급 지원정책 수립하여 가정-지역사회-기관을 연계한 다양한 요양서비스 체계

를 구축해 왔습니다. 의료보건기관의 요양서비스를 장려하고 요양기관의 의료기관 설

치를 지원하여 의료보건서비스를 지역사회와 가정으로까지 확장하고 있습니다. 다양

한 층위의 장기 요양보장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모색 중입니다.

- 중국은 고령자들의 의료보장 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있습니다. 

도시 및 농촌 가정 95% 이상의 인구가 의료보장체계 하에 속해 있고 8억 농민이 신

형 농촌협력 의료제도의 혜택을 입고 있습니다. 또 일부 고령자 질병에 대한 환급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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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여러 재정적 수단을 통해 신형농촌협력

의료제도의 1인당 보조 기준을 40위안에서 60위안으로 높이고 있습니다. 조건에 부합

하는 요양기관은 의료기관을 설치하여 신형 농촌협력 의료제도 지정범위에 편입시킬 

것입니다. 중대질병보험시범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해 나고 있으며 실제 환급비율을 

10-15% p 제고했습니다. 

- 중국은 고령자 전문 의료서비스기관을 확대하고 의료서비스 보급률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2013년 말까지 전국 고령자 병원은 2010년 보다 약 25% 늘어났습니다. 같은 시기 

요양원은 65%, 재활병원은 40% 늘어났습니다. 이와 더불어 기층 의료기관을 강력하

게 발전시키고 있으며 의료기관이 요양서비스를 일반 가정으로까지 확대하도록 장려

하고 있습니다. 원격의료, 이동의료를 실시하여 고령자들이 빠르게 의료보건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 ‘작은 질병은 지역사회에서 큰 질병은 병원에서, 재활은 

지역사회에서’ 치료하는 고령자 의료서비스 모델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2020년까지 

상주인구 1,000명당 병원 수는 현재의 3.04개에서 3.3개로 늘리고 각 촌･향･진 등 농

촌지역에 평균 1개의 기층 의료기관을 설치할 것입니다.

- 중국은 고령자 의학 발전을 지원하고 보건 전문기술자 양성을 강화하여 의사/간호

사 비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고령 질병, 재활의학 등 관련 전문과를 국가 임상중점전문분과 건설프로젝트에 편입

하여 2013년 말 전국 AAA등급 병원 내 노인질병과 설치율이 6.2%에 달했습니다. 고

령의학교육을 의대생 평생의학교육과정에 포함시켰습니다. 특히 졸업 후 교육･연수 

과정에서 고령환자의 의료, 요양, 호스피스 등 건강서비스와 질병 관리지식 연수를 받

도록 하고 있습니다. 2020년까지 의사/간호사 비율을 현재 1:1에서 1:1.25로 늘리고

자 합니다.

- 중국은 고령자 건강관리 및 만성질병 관리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고령자 건강관리 사업이 잘 수행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주민들에게 연간 1회 라

이프스타일과 건강상태 평가, 건강검진, 보조검사, 건강교육 등을 포함한 건강관리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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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4년, 건강검진을 받은 65세 이상 고령자는 

연인원 1억8,700만 명에 달했습니다. 140개 국가 만성질병 종합방지시범지역에서 고

령자를 위한 뇌졸중 스크리닝 및 인터벤션치료, 만성질환 종합 인터벤션치료 및 예방, 

건강교육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러 대표님들, 아시아국가에 속하는 중일한 3국은 가정을 중시하고 노인을 공경하

는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정요양, 노년건강, 요양돌봄서비스 등 분야는 서로 배우

고 나눌 점이 많이 있습니다. (방금 <중일한 3국 건강한 고령화 협력각서>에 공동 서명

하면서 3국의 실질적 협력을 강화했습니다.1)) 중국에는 “세 사람이 길을 가면 반드시 

나의 스승이 있다”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중국은 중일한 3국간 고령화 대화기제구축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다음과 같이 제의합니다.

- 중일한 3국의 건강한 고령화 협력기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강화합시다.

중일한 3국의 건강한 고령화 협력기제는 매우 훌륭하고 많은 현실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협력성과를 바탕으로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연간 회담기제를 보완하

여 대화내용과 형식을 다양화하고 성과를 확대함으로써 중일한 3국 보건장관회의의 

강력한 지렛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 중점 영역의 교류협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강화해 나갑시다.

중국은 일한 양국과 장기요양시스템 구축, 의료-요양 융합발전, 고령자 요양인력 양

성 등 영역에서 깊이 있는 교류와 실무적인 협력을 통해 더 많은 성과를 거두고 싶습니

다. 중국 건강요양서비스 산업의 잠재력은 상당히 큽니다. 일본과 한국은 고령화사회

에 먼저 들어선 국가로서 선진 경험, 성숙한 제품과 기술이 있습니다. 우리는 일본･한

국과 함께 고령자 건강요양제품과 의료기술 분야에서 공동협력과 공동번영을 이루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 다양한 형식을 통해 협력기제를 전방위적으로 확대합시다.

우리는 중일한 3국간 정보공유, 상호방문 교류, 도시간 실무협력 시범프로젝트 등을 

1) 한중일 대표단의 기조연설은 회담 개최 전 접수하여 번역하였음. 따라서 당초 12/16(수)에 계획되었던 
MOC 개정 서명식이 회담 개최 5일전, 12/17(목)로 변경된 부분이 반영되지 못하였음을 밝힘.



22 제5차 한중일 고령화회담 운영

제안하고 싶습니다. 전문가와 NGO의 협력 참여를 독려하고 보건관리인력과 전문기

술인력을 일본과 한국으로 파견해 고령자 건강관리와 관련한 선진적 이념과 성숙된 기

술을 전수받도록 지원하고 도시간 협력시범사업을 추진해 나갑시다.

중일한 건강한 고령화회담을 충분히 활용하여 각자의 생각을 밝히고 폭넓고 깊이 있

는 교류와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3국 대화 교류기제 하의 실질적 

협력을 추진하고 이번 회담에서 풍성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마지막으로 이번 회담의 원만한 성공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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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본 대표 기조연설 
(Hiroki Hamaya : Councilor for the Minister (Health and Welfare for Elderly and Persons with 

Disabilities), Ministry of Health, Labour and Welfare)

안녕하세요?

한국의 이동욱 인구정책실장님, 중국 전국위생・가족계획위원회 허 자오화 부국장

님, 한국 및 중국대표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본 후생노동성 심의관 하마야 히로

키2)입니다.

저는 이번에 처음으로 이 회의에 참석했습니다만, 한국과 중국에서 오신 여러분들과 

고령화 사회에 대한 해법, 주로 요양분야에 대한 정책에 대해 직접 의견교환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설레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2010년 4월 중국 베이징에서 시작된 이 세미나도 순조롭게 회를 거듭하면서 이번에 

제5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내일은 앞으로 계속해서 3국협력을 다짐하는 새로운 

MOC에 일본대표로 서명할 예정입니다만 이런 소중한 기회를 통해서, 3국간 교류가 

더욱 돈독해 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개최를 맞아, 한국측 여러분들의 노고와 정성 어린 준비에 진심으로 감사 말씀 

드립니다. 오늘은 고령화, 특히 건강한 고령화를 위한 전략에 대해 일본의 최근의 동향

과 이슈를 여러분께 설명 드리겠습니다.

(급속히 진행되는 고령화와 지역간 격차)

첫 번째로 급속하게 진행되는 고령화와 지역간 격차입니다.

일본의 인구가 1억명을 돌파한 1967년에는 65세이상 인구가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고령화율’이 6.6%였습니다. 그러던 것이 지금은 25%를 넘어 국민의 4명 중 한 명이 

고령자 입니다. 이대로 간다면, 2060년에 고령화율은 약40%가 될 것이고, 일본은 전 

세계 그 어떤 나라도 경험한 적이 없는 급속한 고령화에 직면할 것입니다.

또한, 요양이 필요한 고령자비율이 높아지는 75세 이상 인구예측을 보면, 지방에서

2) 본 보고서에서는 중국과 일본 대표단의 성명 표기에 대해 성과 이름순으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
만, 각 국가에서 작성한 원고는 원본 그대로 표기하였음을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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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2030년에 정점에 달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도시에서는 2040년을 향해 상

승하는 등 지역간 격차가 있습니다.

더욱이, 병원과 요양서비스 등 사회자원 분포는 지역마다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국에 일률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 각각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어떻게 

고령화를 극복할 수 있을 지, 각 지역이 독자적으로 생각하고 각 지역의 특성과 상황에 

맞는 지역포괄 케어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각 지역은 우선, 각자 자신들이 속한 지역이 어떤 상황인지 파악할 수 

있도록 데이터분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후생노동성에서는 요양필요 인정자 비율과 1인당 요양비 등 각종 데이터에 

대해 기초자치단체가 각 지자체의 상황을 다른 지자체의 상황과 비교하여 분석할 수 

있도록 지역포괄케어 ‘가시화’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현재, ‘가시화’시스템을 수시로 

발전시켜 정보의 가시화를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향후, ‘가시화’된 분석결과를 활용하

여 지자체가 책정하는 요양보험사업계획의 PDCA사이클을 강화하고, 건강보험협회와 

보험조합의 노력을 뒷받침 할 수 있도록 차기 제도 개정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건강한 고령화)

두 번째는 건강한 고령화입니다. 

고령화가 진행되더라도 모든 고령자가 요양을 필요로 하지는 않습니다. 나이가 들어

도 건강하게 지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본에서는 2006년부터 요양보험을 재원으로 해

서 고령자가 요양이 필요 없도록 돕는 요양예방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요양예방은 심신기능의 개선만을 목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활동과 참여에도 균형

있게 접근할 필요가 있고, 다양한 지역의 자원을 조합하여, 고령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지역 안에서 삶의 보람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터전과 역할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

다고 생각합니다. 고령자들이 다른 고령자들을 위해서 자발적인 자원봉사 활동을 할 

때 지자체가 지원하는 등 주민중심의 요양예방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령자가 자

기가 속한 지역에서 어떤 역할을 함으로서, 일방적인 서비스를 받는 주체가 아니라, 때

로는 서비스 제공자가 되는 것입니다. 많은 고령자들을 참여시키고 이것을 효과적인 

요양예방으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정기적으로 지역의 행정, 보건사, 간호사, 영양사, 사업자 등이 참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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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지역케어회의’를 개최하고, 문제를 안고 있는 고령자의 IADL 등 생활행위라는 과

제에 주목하고, 다직종협동으로 해결을 위해 노력함으로서 더 효과적인 자립지원을 실

천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비교적 요양이 많이 필요 없는 고령자라 하더라도 전문적인 신체요양뿐만 아니라, 

청소, 장보기 등 다양한 니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해 왔던 요양보험서

비스는 전국 일률적인 기준을 가지고 전문적인 요양사가 신체요양과 그 이외의 서비스

를 일괄적으로 제공해 왔습니다.

작년에 실시한 요양보험법개정에서는 전국에 일률적인 기준으로 실시하는 서비스를 

수정하여 고령자의 다양한 니즈에 따라 전문 인재가 실시하는 요양서비스는 지속하는 

한편, 지역의 실정에 따라 돌봄 서비스와 같은 다양한 서비스를 지자체가 제공할 수 있

는 체계로 전환하였습니다. 이런 다양한 서비스는 전문적인 요양인력뿐만이 아니라, 

NPO나 지역의 자원봉사, 지연기반 조직이 제공하는 방향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한 건강한 고령자 본인도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

니다. 이렇게 고령자 자신이 다른 이들을 도우면서 지역에서 활약할 수 있는 기회를 늘

려주면 고령자 자신도 요양을 예방할 수 있고 고령자들도 안심하고 생활 할 수 있는 지

역사회가 만들어 집니다. 일본에서는 요양보험제도를 활용해서 이런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령자의 영양부족)

세 번째는 고령자의 영양부족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일본에는 영양이 부족한 고령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2013년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에 따르면, 70세이상 고령자의 10%는 BMI 18.5미

만, 소위 ‘마른 체형’에 해당하는 상황입니다.

영양부족대책은 요양예방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과제 중 하나입니다. 이를 위해 

후생노동성에서는 2012년에 [요양예방매뉴얼]을 개정하고, 지자체가 다양한 수준과 

방법으로 영양개선 서비스를 실시할 수 있도록 영양개선매뉴얼을 책정했습니다.

이 매뉴얼에서는 영양개선서비스로서, 예를 들어, 필요한 고령자에게는 배식지원을 

하고 효과적인 영양상담을 하며, 케어매니지먼트를 할 때 영양개선서비스를 적절히 포

함시켜, 이와 관련한 ＰＤＣＡ사이클을 확실히 실천해 나간다는 방침을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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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개선서비스는 고령자의 영양부족상태 예방과 개선을 목적으로 한 것입니다만, 

이 뿐만 아니라, 고령자가 언제까지나 ‘식사’를 즐기고, 자립적으로 생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삶의 질(QOL)이 높은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 대단히 중요한 정책이라고 생각

합니다.

(치매대책)

네 번째는 치매대책입니다.

일본은 65세이상의 1/7인 462만명이 치매환자이고, 2025년에는 5명중 한 명인 약

700만명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제 치매는 누구나 걸릴 수 있는 일반적인 

질환이며, 치매환자를 단순히 돌봐준다는 측면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치매환자가 

치매증상이 있는 상태에서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환경정비가 필요합니다.

후생노동성에서는 치매환자의 의사를 존중 하고, 가능하면 오랫동안 정든 지역에서 

좋은 환경 가운데, 본인이 해오던 대로 계속 잘 살 수 있는 사회실현을 목표로, 올해 1

월, 11개의 정부기관과 협력하여 [치매대책추진종합전략] 통칭 [신 오렌지플랜]을 책

정했습니다. 이 종합전략에서는 7개의 핵심사항에 따라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 핵심 중 하나인 [보급계발추진]에서는 치매에 관한 올바른 지식과 이해를 

가지고, 치매환자와 그 가족을 돕는 치매서포터를 양성하는 것으로, 이미 668만명의 

치매서포터를 양성했습니다.

그 이외에도 일본이 가진 고도의 로봇기술과 ＩＣＴ기술을 활용하여 요양기기 개발

을 지원하고 보급을 촉진하는 한편, 근본적 치료약과 효과적인 예방방법을 연구개발하

기로 했습니다. 치매고령자들이 살기 편한 지역을 만들려면 행정뿐만이 아니라 민간부

문과 지역주민들 스스로 다양한 주체가 각자 주어진 역할을 다 할 필요가 있고, 사회전

체가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세 가지 핵심정책)

다섯 번째는 세 가지 핵심관련 정책입니다.

저출산 고령화에 제동을 걸어, 50년 후에도 인구 1억명을 유지할 것. 그리고 고령

자, 젊은이, 여성, 남성, 난치병환자, 장애인 할 것 없이  누구나 지금보다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일본은 [전후 최대 규모인 GDP600조엔][희망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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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율1.8][요양이직제로]라는 세 가지 큰 목표를 내걸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대책

을 11월에 내놓았습니다.

이 중 [요양이직제로]와 관련해서 필요한 요양서비스 확보와 업무환경개선, 가족지

원을 양대 축으로 삼아, 가족을 수발하기 위해 직장을 그만두는 사람이 없도록 하는 것

이 목표입니다. 구체적으로 요양서비스와 관련해서 재택과 시설에 서비스정비를 확충

하고, 요양서비스를 담당하는 요양인력확보를 통해 필요한 요양서비스를 확보해 나갈 

것입니다.

지금까지 일본의 요양현실에 대해 말씀 드렸습니다만, 우리는 지리적으로 가까울 뿐

만 아니라, 문화, 전통 면에서도 많은 유사점이 있는 친구입니다. 이런 우리가 서로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는 것은 매우 뜻 깊은 일이며, 다른 나라들도 높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를 지켜보고 있을 것입니다. 이전 세미나를 통해 쌓아온 삼국의 파트너십이 변함

없이 유지되기를 기원하면서 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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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 : 노인의 삶의 질 증진을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운영 현황과 
정책 방향

(유애정: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정책연구원)

  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개요 

⧠ 인구구조 변화

○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 성장잠재력 약화, 국내외 경제 저성

장 추세 지속으로 수출확충 애로

〔그림 3-1〕 생산가능인구 비율 및 65세이상 인구 비율

한중일 장기요양 정책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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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인구 특성 변화

○ 도시거주 노인, 80세 이상 노인, 중․고등학교 졸업 이상자인 노인인구 증가

○ 독거노인 가구 및 노인부부 세대 증가(2014년도 노인실태조사 결과)

〔그림 3-2〕 노인인구 특성 변화

⧠ 노인의료비 및 만성질환 진료비 급증

○ 노인성질환 및 만성질환 중심의 질병구조 변화 등으로 진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그림 3-3〕 노인의료비 및 만성질환자 증가 현황

2002년 2014년

7,982

(20.0%)

< 만성질환자 증가 현황>

2001년 2014년

3.2조

(17.7%)

< 노인진료비 증가 현황>

20조
(37.0%) 13,992

(30.0%)

(단위:천명)(단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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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년간의 준비를 거쳐 2008년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 (2001.8)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발표

○ (2003.3) 추진기획단 출범

○ (2004.3) 실행위원회 설치

○ (2005.7~) 시범사업 진행

○ (2007.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정 및 공포

○ (2008.7)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신

체수발 및 일상생활을 지원하여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가족의 수발

부담을 해소함을 목적으로 함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관리운영 체계

〔그림 3-4〕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관리운영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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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이용절차

〔그림 3-5〕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이용절차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장기요양급여 종류

〔그림 3-6〕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장기요양급여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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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장기요양보험 재원

〔그림 3-7〕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장기요양보험 재원

  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추진 현황

⧠ 신청자 및 인정자 수 증가

〔그림 3-8〕 신청자 및 인정자 증가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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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프라 확충을 통한 서비스 이용 접근성 용이

〔그림 3-9〕 장기요양기관 및 급여종류별 장기요양기관 현황

장기요양기관 현황 급여종류별 장기요양기관 현황

(단위 : 개소)(단위 : 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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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시설 재가

⧠ 장기요양서비스 만족도 향상

○ 장기요양서비스 만족도 응답결과 (남녀 2007명 대상((’14.10월))

－ 전반적 서비스 수준 : 89.1%, 제도의 필요성 92.7%, 주변추천의향 91.9%, 

건강호전 78.0%, 요양환경개선 75.8% 등

〔그림 3-10〕 장기요양서비스 만족도 향상

2010년 2014년

84.7%

<부양부담감소>

2011년 2014년

90.6%

<제도의 필요성>

2010년 2014년

86.2%

<서비스 수준>

89.1% 90.5% 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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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반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으로 인해 1) 가족의 부양부담 감소, 2) 

요양이 필요한 어르신에게 체계적 서비스 제공 3)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하고 있다고 평가

⧠ 전체 노인 인구의 지속적 증가 뿐 아니라 장기요양보험에 진입할 가능성이 큰 80

세 이상 노인인구 비중도 꾸준히 증가 추세

○ 65세 이상 노인인구 증가

－ 전년 대비 노인인구 증가율 추이

 (’10년)3.2% → (’11년)3.8% → (’12년)4.8% → (’13년)4.4% → (’14년)4.0%

 노인인구 증가율은 매년 3~4% 증가

○ 노인인구 중 후기고령인구 비중 증가

－ 80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심신기능 저하 등으로 수급자 비율이 높음

(56.4%(’14년 10월 기준))

 노인인구 중 80세 이상 비율 : (’10년)17.9% → (’14년)21.6% → (’20년)24.0% 

→ (‘40년)29.2% →(‘60년)42.8%

－ 전년대비 후기고령인구 증가율 추이

 (’10년) 8.3% → (’11년)8.3% → (’12년)8.5% → (’13년)8.2% → (’14년)7.7%

 노인인구 증가율에 비해 80세 이상 후기 고령화율이 약 3~4%p 높음

⧠ 2015년 치매유병률 9.8%, 치매환자수 20년마다 2배씩 증가 전망

○ 치매유병률 및 치매환자수의 증가는 장기요양 5등급 수급자 수에 영향

－ 치매환자수 추이 : (’14년) 61만명 → (’15년) 65만명 → (‘30년) 127만명 

→ (‘50년) 271만명

－ 치매노인 수급자 수 : 222천명(’15년 4월말 기준, 전체 수급자 수 대비 

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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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 65세 이상 노인의 치매유병률 및 치매환자수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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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급자 범위 협소

－ 장기요양서비스 인정자 비율 6.8%로 OECD 11%의 절반 수준

 주요국가 인정률 : 독일 14.1%, 일본 18.3% (2012년 기준)

○ 전문적 서비스 제공 미흡

－ 방문요양 쏠림 현상 : 재가급여 이용자의 83% 방문요양 이용

－ 수급자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미흡 (인력수급 한계)

○ 의료서비스 욕구 해소를 위한 제도적 장치 미흡

－ 장기요양서비스 인정자 중 서비스 미이용자(14.1%)에 대해 미이용 사유 조사

결과, 전체의 54%가 요양병원, 병․의원 등 이용

  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향후 추진 방향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기별 발전 방향 

○ 제도 도입 초기(2008년) : 양적 측면 확대에 집중

○ 제도 정착기(2009년~2014년) : 제도 정착에 주력

○ 제도 발전기(2015년~) : 제도 선진화 및 보장성 확대에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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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향후 추진 방향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향후 추진 방향(1) : 수급자 확대 목표 

〔그림 3-13〕 수급자 확대 목표

수급자 확대 목표 (2015~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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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향후 추진 방향(2) : 치매대응형 장기요양기관 설치․운영(2016년~)

○ 요양시설 치매유니트 운영

－ 치매증상이 있는 대상자의 정서적 안정 및 인지능력 악화 방지를 위해 요양

시설 내 별도로 생활하는 전용공간을 제공하는 치매전담실 운영

 치매환자 맞춤형 장기요양기관 시설, 인력기준 등 확립

○ 주․야간 보호기관 확충

－ 낮, 저녁 동안 대상자에게 인지활동 및 재활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주야간 

보호기관 확충

－ 경증치매대상자를 위한 ‘치매대응형 주야간 보호기관’을 설립하고, 전문화

된 인지활동형 서비스 제공 도모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향후 추진 방향(3) :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인력의 전문성 강화

○ 요양보호사 전문성 강화

－ 직무교육 법제화 및 교육대상 확대

－ 전문 요양보호사 양성 등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질 높은 인력확보 방안 마련

○ 치매전문교육 운영 고도화

－ 시설, 재가서비스 제공기관의 종사자 대상 치매전문교육 제공체계 고도화

 장기요양 5등급 제도 도입에 따라 ’14년도 13,000여명 교육 이수

 치매대응형 장기요양기관 설치 고려,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치매전문교

육 이수 확대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향후 추진 방향(4) : 장기요양 가족상담 지원사업 시범사업 

수행(’15년 10월~)

○ 치매환자 등 장기요양 대상자를 돌보는 가족을 지원하여 대상자가 지역 내에서 

가족과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가족상담 지원사업’ 추진

－ 장기요양 대상자와 가족부양자의 부양특성에 맞춘 가족상담지원(개별, 집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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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 장기요양 가족상담 지원사업 시범사업

2. 중국 : 장기요양, 노인복지

(Zheng Chunmei: National Health Family Planning Commission)

  가. 중일한 3국과 장기요양

⧠ 장기요양보험이란 말은 중일한 세 국가 모두 낯설지 않음

○ 특히, 한국과 일본은 이 분야에 실질적 경험이 많아 중국이 참고로 삼을 만하

며, 이번 중일한 회담 정책 세미나 주제로 삼은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음

  나. 장기요양에 대한 인식

⧠ 세계보건기구(WHO)에 의하면 장기요양의 정의는 다음과 같음

○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자신이 원하는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고 독립적, 자주적으로 자신의 욕구와 존엄을 최대한 보장해주는 

것임

⧠ 장애가 있는 사람을 장기적으로 돌보는 것은 현대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심각한 

문제임

○ Metts(2000)의 추정에 따르면 선진국 인구의 9.9%가 국제장애분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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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IDH)에서 정의한 장애(기능적 제한)에 속함

○ WHO가 DALE(장애조정 후 평균수명)에 근거하여 발표한 예상수명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인간은 약 7년 정도 장애상태에 놓여있음

－ 부유한 지역의 경우 이보다 조금 짧은데, 예상수명에서 장애가 차지하는 비

율은 가장 건강한 지역의 9%미만에서 가장 건강하지 못 한 지역의 14%이

상까지 다양함(World Health Organization,2000)

○ 일상생활 중 장애정도는 현재 비교할 수 있는 국제적 통계수치가 없음

－ 독일의 경우, 1992년 인구의 4.6%가(정도가 다른 장애로)도움을 받는 것으

로 확인됨(Schneekloth, 1996)

○ 장애는 나이가 많아지면서 증가하기 때문에 사회의 빠른 고령화가 장애인의 

증가를 초래하고 있음. 하지만 이런 증가는 특정 연령의 건강상태개선으로 상

쇄하지 않음

  다. 장기요양은 고령화의 필연적 결과물

⧠ 세계 인구가 빠르게 고령화되면서 각국의 노인의료비 증가 문제가 점차 부각되고 

있음

○ 노인의 의료비,특히 생활요양문제는 각국 사회보장체계의 주요 관심사가 되어 

노인요양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장기요양보험이 도입되기 이전, 장애가 있는 노인은 완전히 가족에게 의지하여 

생활하게 되는데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함

○ 첫째, 자녀의 분가나 가족의 소형화로 가족들이 장애가 있는 노인을 돌보는 일

이 점점 어려워짐

○ 둘째, 비전문가인 가족이 돌봄으로써 부족한 점이 많았고 자녀가 일과 병행하

기 어려움

－ 하지만 노인을 의료기관에 맡길 경우 의료서비스의 질과 효율에 영향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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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 뿐 아니라 가정의 경제적 부담과 노인의 진료 어려움도 증가할 수 있음

－ 의료보험의 지급 부담이 증가하고 의료기관의 간병업무도 과중해질 수 있음

○ 이에 노인복지시스템을 구축하자는 강력한 요구 아래 각국의 장기요양보험이 

도입됨

⧠ 인구 고령화 시대의 노인 장기요양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연이어 장기요양법안

을 공표하였음

○ 미국과 프랑스는 각각1970년대와 1980년대에 민간장기요양보험제도를 실시

하였고 이스라엘은 1986년, 독일은 1995년, 룩셈부르크는 1977년, 일본은 

2000년에 사회장기요양보험법안을 공표함

○ 한국도 2008년 사회장기요양보험제도를 실시

○ 영국, 오스트리아, 호주, 스웨덴 등 OECD 유럽회원국들은 공공재정이 지원하

는 장기요양보조금계획을 실행함

－ 이미 장기요양보험을 실행하고 있는 선진국이 21세기에 직면한 중요한 임

무는 재정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장기요양보험을 어떻게 

개혁하느냐 하는 것임

○ 중국의 관심은 다른 나라의 경험을 본보기로 장기요양보험제도를 구축하는 것임

  라. 중국 장기요양 발전의 현실적 필요

⧠ 중국의 고령화는 未富先老(경제적으로 부유해지기 전에 고령화가 진행되는 현상)

와 未備先老(대비가 안됐는데 고령화가 진행되는 현상)이라는 두 가지 특징을 갖

고 있음

○ 중국은 노인 인구가 가장 많고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국가임

○ 급격히 증가하는 노인 인구는 중국의 사회보장, 특히 양로와 의료보장체계에 

큰 도전이 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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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의 장기요양 발전의 현실적 필요성은 다음과 같음

○ 첫째, 고령화속도가 빨라지고 있음

－ 2014년 중국의 60세 이상 인구는 2억 1,200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15.5%

이고 65세 이상 인구는 1억3,800명으로 전체 인구의 10.1%임

－ 중국 인구의 고령화속도는 세계 평균의 1.5배이며 노인인구의 비중도 지금

의 15.5%에서 2024년에는 20%, 2030년에는25%, 2050년에는 33%까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

○ 둘째, 노인의 의료서비스 수요는 점점 증가하는 데 공급은 상대적으로 부족함

－ 노인은 질병고위험군에 속하고 현재 중국 노인의 건강상태는 낙관적이지 

않음

 1억5천만명의 노인이 만성질환을 앓고 있으며 장애노인도 4천만명에 가

까운 수치임

－ 노인의 의료서비스 수요는 전체 인구의 평균보다 훨씬 높음

 60세 이상 노인 중 2/3가 질병을 갖고 있음

－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가 있는 노인은 빠르게 증가하는 데 비해 기존의 의료

기관과 의료인 숫자는 노인의 의료서비스 수요를 만족시킬 수 없음

 최근 중국은 노인전문의료기관의 건설을 가속화하여 재활병원, 요양원, 

노인병원 및 병상 숫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천명당 의사수, 간호사

수, 병상수는 여전히 부족한 수준임

 의사 대 간호사 비율도 1:1로 간호사가 심각하게 부족하고 전문병원의 발

전이 느려 재활, 노인요양 등 분야의 서비스 능력이 취약함

⧠ 따라서 장애가 있는 노인을 부양하고 병원진료 및 입원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

하여 빨리 장기요양을 실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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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중국 장기요양 발전의 정책적 근거

⧠ 2012년 수정된 「노인권익보장법」 제30조에는 “국가는 장기요양업무를 점차 확

대하여 노인 요양을 보장하여야 한다. 혼자 생활하기 어렵거나 경제적으로 어려

운 노인들은 지방 각급 인민정부가 장애정도 등 상황에 따라 요양보조금을 지급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장기요양은 업무일 뿐 보험형식을 갖추지 못한 상황임

⧠ 2014년 8월 국무원은 「현대 보험업 가속화 발전에 관한 몇 가지 의견」에서 “보험

회사가 의료보험, 질병보험, 장애보험 등 민간건강보험 상품을 적극 개발하도록 

격려하고 이를 기본의료보험과 연계하여 민간장기요양보험을 발전시켜야 한다”

라고 발표함

○ 2014년 10월 국무원판공실에서 발표한 「민간건강보험 가속화 발전에 관한 몇 

가지 의견」은 “인구 고령화, 가족 구조 변화, 만성질환 치료 등의 필요에 따라 

장기요양보험제도를 시범 시행하고 다양한 형식의 민간장기요양보험의 발전

을 가속화하여야 한다”라고 제시하며 장기요양보험을 시범시행하였음

⧠ 2015년 11월 17일 중국 공산당 제18회 오중전회(五中全會)에서 통과한 「중공중

앙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제13차5개년 계획에 관한 건의」에서 “장기요양보험제

도 구축방안모색”을 분명하게 제시하였음

○ 2015년 11월 18일 국무원 판공실에서 발표한『의료위생과 양로서비스를 결합

하여 추진하는 지도의견에 관하여』에서 “다차원적 장기요양보장제도 구축방

안을 모색하여 노인요양작업을 완성하라. 또한, 민간장기요양보험을 포함한 

다양한 노인요양보험상품을 개발하여 조건이 맞는 지방에서 장기요양보험제

도 구축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다원화된 자금조달 모델을 모색하여 노인 장기

요양서비스의 수요를 만족시켜라”라고 제시하였음



46 제5차 한중일 고령화회담 운영

  바. 중국 개발 장기요양의 실천 : 칭다오시의 사례

⧠ 상하이(上海), 헤이롱장(黑龍江), 장쑤(江蘇), 산둥(山東) 등에서는 각각 장기요양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 아래에서 산둥성 칭다오(靑島)시를 예로 들어 중국의 장기요양 발전경험을 공

유하고자 함

⧠ 중국 산둥성 칭다오시는 2012년 7월 전국 최초로 장기의료요양보험을 실시함

○ 칭다오시는 1987년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는데 이는 전국 평균보다 12년 빠

른 것임

－ 2013년 말 60세 이상 노인이146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8.9%, 그중 80세 

이상이 23만 2천명으로 15.9%임

－ 장애가 있는 노인이 28만 명에 가깝고 그 중 완전 장애는 7만 명 정도임

⧠ 고령, 질병, 장애 등으로 자립능력을 상실한 사람에게 장기요양을 제공하는 데 사

회보험 담당기구(社會保險經辦機構)가 규정에 따라 평가하고, 장애상황과 요양방

식에 따라 장기요양보험수급기준을 확정함

○ 평가기준은 일상생활수행능력(ADL) 평가도구를 이용하였고, 0~60점 사이는 

수급범위에 들어가며 인지장애는 포함되지 않음

○ (자금조달과 사용 상황) 칭다오시 장기요양보험금은 의료보험 총괄기금에서 

직접 조달함

－ ①도시 근로자: 개인 의료보험 계정의 과거 잉여금 중 20% 일괄 전환, 동시

에 월납 의료보험 기본료 총액의 0.5%를 연금보험에서 전환

－ ②도농 비근로자: 당해 주민 의료보험료 조달금 총액의 10% 이내로 의료보

험 총괄기금에서 전환

－ (보험급여종류) 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필요에 따라 아래의 장기의료요양서

비스를 선택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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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병원: 2급 이상 거점 의료기관에서 수급자에게 24시간 연속 서비스 제공

 요양병원: 치료와 요양이 결합한 요양기관이 입원 중인 수급자에게 24시

간 연속 서비스 제공

 재가요양: 요양기관에서 파견한직원이 수급자의 집에서 서비스 제공

 순회요양: 요양기관(마을 보건실 포함)에서 파견한 직원이 수급자의 집을 

순회 방문

○ (의료비) 

－ 전문병원170위안/1일, 요양병원65위안/1일, 재가요양 50위안/1일, 순회

요양 50위안/1일

－ 지역순회요양 수급자는 1급과 2급에 따라 의료비가 다름

 1급 납부 성인, 청소년 아동, 대학생은1년에1,600위안(매주 순회진료 2

회 이상)

 2급 납부 성인은 1년에 800위안(매주 순회진료 1회 이상)

○ (거점기관) 칭다오시는 장기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기관에 대해 거점 관

리를 실시하면서 전문화된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의료수준을 갖춘 기

관으로 조건을 제한함

－ 즉, 위생부의 승인을 거쳐 설립된 의료서비스기관이나 위생, 민정부문의 승

인을 거쳐 설립되고 의료시설을 갖춘 양로서비스기관과 장애인 위탁기관만

이 여기에 포함됨

 현재 칭다오시에는 의료시설을 갖춘 양로기관 36개, 2~3급 병원 14개, 

의료거점 지역 의료기관 390개에서 요양보험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또한, 의료시설이 없는 70개의 양로기관과 55개의 의료기관이 의료협력

을 체결하여 ‘재가요양’형식으로 의료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이 기관들은 92.6%가 민간기업으로 칭다오시 장기요양서비스의 98% 이

상을 책임지고 있음

○ (정책효과) 대형 병원의 병상 부족 문제 완화 및 가정 부담 축소, 의료보험비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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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효율성 제고

－ 첫째, 병원에 장기 입원한 장애 노인을 요양기관으로 분산시켜 병상 부족 

해소에 크게 기여함

 현재 칭다오시 입원율은 8% 내외로 안정적임

－ 둘째, 가정의 비용 부담을 줄여줌

 장기요양보험 수가는 입원기준보다 높기 때문에 환자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감소함

 통계에 따르면 재가요양 개인부담비율은 8.9% (규정범위 내 개인 부담 

4%), 연평균 개인 부담액은 약 1400위안으로 입원치료보다 저렴한 수준

－ 셋째, 의료보험비 사용효율이 제고됨

 장기요양보험제도 운영상황으로 볼 때, 칭다오시 고정비용이 평균 잔액

의 20%라는 전제 하에 저비용으로 높은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구매하는 

효과를 봄

 3급 병원의 병상당 1일 입원비를 200위안으로 계산했을 때 동급 병원 중

증병동 환자 입원비의 1/23에 불과함

 요양원과 재가요양의 1일 비용을 60위안으로 계산할 때 각각 2~3급 병

원의 1/8과 1/18에 불과함

 요양원과 재가요양 환자는 매년 평균 2만 2천위안을 지출하는데 이는 

1~2개월 병원입원비에 불과하니 의료보험비 구조를 개선하여 적은 비용

으로 장애 및 부분장애 노인들이 높은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음

  사. 일본 및 한국과의 장기요양 분야 교류 강화 희망

⧠ 일본, 한국과 비교했을 때 중국의 장기요양은 시작단계에 불과함

○ 발전 속도도 늦고 지역 불균형도 심각하여 앞으로 갈 길이 먼 상황

○ 중일한 세 나라가 장기요양 분야의 교류를 강화하고 유무상통하여 장애 노인

의 복지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를 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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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본 : 고령자의 사회참여와 건강증진을 위한 정책 

(Kuniko Takahashi: Ministry of Health, Labour and Welfare)

⧠ 75세 이상 고령자 수의 급격한 증가 

〔그림 3-15〕 75세 이상 고령자 수의 급격한 증가

⧠ 요양정도별 필요 인정자 수의 추이

○ 요양이 필요(지원필요)한 인정자 수는 2014년 4월 현재 586만명으로 최근 14

년간 약 2.69배 증가

－ 이 중 증상이 가벼운 인정자 수의 증가세가 크며, 최근 증가속도가 다시 커

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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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6〕 요양정도별 필요 인정자 수의 추이

⧠ 향후 요양보험 관련 전망

○ 65세 이상 고령자 중, 인지증(치매) 노인이 증가할 전망

○ 세대주가 65세 이상인 독거세대 혹은 부부만 사는 세대가 증가할 추세

〔그림 3-17〕 향후 요양보험 관련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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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포괄케어시스템 구축 관련 

○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은 대략 30분 이내에 수급자가 필요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일상생활권역을 단위로 하여, 생활지원 및 요양예방서비스를 제공

〔그림 3-18〕 지역포괄케어시스템 구축

○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은 요양, 의료, 예방과 같은 전문적 서비스를 기본으로 하

며, 주거와 생활지원 및 복지 등의 분야를 포괄

－ 자조, 공조, 상호협조, 공적협조를 서로 연결시킨(체계화, 조직화) 역할이 중요

－ 특히 도시에서는 의식적으로 상호협조를 강화해야 강한 상호협조가 가능

 자조 : 요양보험, 의료보험 자기 부담분으로 시장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구입이나 스스로 노력하여 서비스 등을 구입하는 부분

 상호협조 : 비용부담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지 않는 자원봉사 관련 지원, 

지역주민들의 자발적 노력

 공조 : 요양보험, 의료보험제도에서 시행하는 급여

 공적협조 : 요양보험, 의료보험제도의 공적비용부분(세금)이나 지자체가 

제공하는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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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방급여의 재정비와 생활지원서비스의 내실화

〔그림 3-19〕 예방급여의 재정비와 생활지원서비스의 내실화

⧠ 생활지원 및 요양예방서비스 내실화와 고령자의 사회참여

○ 독거세대가 증가하면서 가벼운 지원이 필요한 고령자가 증가하며, 특히 생활

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증가

－ 자원봉사, NPO, 민간 기업, 협동 조합 등의 다양한 주체가 생활 지원·요양 

예방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성 대두 

○ 고령자의 요양 및 예방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며, 사회참여(사회적 역할 부여)

는 삶의 보람 및 요양․예방으로 연결 

○ 다양한 생활지원 및 요양예방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을 기초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것에 대한 제도도적 규정 강화를 도모

－ 생활지원 및 요양예방서비스의 내실화를 위해 자원봉사 등의 생활 지원

－ 인재 양성, 발굴 등 지역자원 개발 및 네트워크 구축을 실행하는 ‘생활지원 

코디네이터(지역지원스탭)’의 배치 등을 요양보험법의 지역 지원 사업으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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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0〕 생활지원 및 요양예방서비스의 내실화 및 고령자의 사회참여

⧠ 다양한 주체를 통해 생활지원 및 요양예방서비스를 복합적으로 제공

○ 고령자들이 자택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 NPO, 민간기업, 사회복지

법인, 협동조합 등 다양한 사업주체를 통한 복합적 생활지원 및 요양예방서비

스 체계 구축

－ 생활지원 코디네이터(지역지원스텝)의 배치 및 협의체 구축 등에 대한 지원

 
〔그림 3-21〕 생활지원 및 요양예방서비스 제공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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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참여와 요양예방 효과간 관련성

○ 스포츠 관련, 봉사활동, 취미모임 등에 대한 사회참여 비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낙상사고나 치매, 우울증 위험이 낮은 경향성을 보임

〔그림 3-22〕 사회참여와 요양예방 효과간 관련성

⧠ 활기찬 교류 

○ (사례1) 하이카라 클럽

－ 하이카라클럽은 특별양호양로원(아카시아의 고향)에 설치된 지역교류 공간

으로, 주변에는 은행, 대형마트, 의원 등이 있어 지역주민들이 가볍게 들를 

수 있도록 지역거점으로 정비됨

－ 연로한 고령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즐겁게 모일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교류활동을 통해 삶의 보람 및 요양이 필요한 상태로 진행되는 것을 방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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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 하이카라클럽 외관 및 내부모습

○ (사례2) 치바현 나가레야마시

－ 어르신들의 만남의 공간 운영

－ 복지회관 및 자치회관, 마을회관과 특별양호양로원간 지역교류공간으로 활

용하며, 주민이 걸어갈 수 있는 거리 내 유관시설을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

〔그림 3-24〕 치바현 나가레야마시 요양예방교육 모습

○ (사례3) 나라현 이코마시시 

－ 통원형 사업 : 재활전문직, 간호사, 운동지도사, 요양사, 자원봉사자 등 활

용하여 새롭게 요양예방사업 창출

－ 지역지원사업부터 요양예방 및 생활지원서비스까지 통합적으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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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5〕 나라현 이코마시시 사업 모습

〔그림 3-26〕 나라현 이코마시시 : 해바라기 모임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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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질의 및 토론

⧠ 좌장 모두발언(이윤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일본은 장기요양 뿐 아니라 지역포괄케어시스템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중국은 

한중일 3국이 인구변화와 고령화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칭다오시 

사례를 이야기하면서 중국 대응 방안을 알 수 있었음. 마지막으로 한국에서는 

제도도입 후 7년이 넘는 현황 및 미래 사회의 개선방안을 짚어주었다고 평가됨

⧠ 한국측 질문(유애정,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정책연구원)

○ 중국이 오늘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 들어 유익하였음

○ 특히 의료와 요양은 서비스 제공접근 관점 차이가 있는데 이를 어떻게 통합적

으로 엮을 지와 시범사업의 고민은 무엇인지에 대해 듣고 싶음

⧠ 중국측 답변(Zheng Chunmei, National Health Family Planning Commission)

○ 의료와 양로를 통합시켜 나아가는 것과 관련하여, 다섯 가지 협력기제를 마련

하여 진행하고 있음

○ 첫째, 의료보건과 양로를 하나의 협력기제로 마련하여서 진행하고 있음

○ 둘째, 양로기구에서 의료서비스를 진행하도록 하는 것임

－ 작년부터 의무적으로 양로기관에서 의료서비스를 진행하도록 하고 있음. 

이로써 양로기관들이 케어서비스를 노인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셋째, 의료보건기구에서 가정이나 사회공동체로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

는 것임

－ 기존의 의료기관을 이용하여 재가나 지역사회 노인들을 위해 순회요양 등

의 서비스나 건강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뿐만 아니라 의사들이 단체를 조직해서 농촌에 가서 재가요양을 하는 노인

들에게 의료양로 서비스를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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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가정에서는 본인이 해당하는 과를 선택해서 서비스를 받아볼 수 있음

○ 넷째, 사회의 역량을 모아서 의료기관을 결집시키는 것임

－ 토지나 융자, 세수정책 등의 방면에서 사회 역량을 이용해서 지원을 하고 

있으며, 이로써 건강-양로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

○ 마지막으로 의료기관이 양로서비스를 실시하도록 장려해 나가는 것임

－ 전문의료기관(요양원이나 노인병원 등)이 양로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임

－ 우리는 2급 이상의 종합병원에서 노인관련과를 설치하도록 장려하고 있음

⧠ 한국측 답변(유애정,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정책연구원)

○ 한국의 경우, 현재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것 중에서 수발부담 스트레스가 높은 

가정을 선정해서 전국 6개 지역의 건보공단 장기요양센터에서 정신보건전문

의가 상담이나 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음(현재 시범사업 중)

○ 한국이 최근에 가족지원까지 같이 고민하고 있다고 이해해 주면 좋을 듯함

⧠ 일본측 질문(Kuniko Takahashi, Ministry of Health, Labour and Welfare)

○ 고령화 대책과 관련하여 예방에 대해 각국은 어떠한 대안책을 마련하고 있는

지 궁금함

⧠ 한국측 답변(유애정,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정책연구원)

○ 한국은 치매특별등급을 도입하면서 중증대상자 중심의 장기요양제도에서 경증

수준의 어르신들까지 서비스를 받게 되었음.

－ 즉, 고령자 대책과 관련하여 예방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치매예방 운동 등이 일환으로 실시됨

－ 단, 정부차원의 노력이 가시화되고 있지는 않으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문

가들의 지적이 이어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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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측 답변(Zheng Chunmei, National Health Family Planning Commission)

○ 중국 치매발생율은 높은 편임. 노인의 치매현상에 대해 국가도 중시하고 있음. 

－ 노인들을 위해서 노란색 팔찌나 녹색팔찌 등을 제공해서 외출시, 집으로 잘 

찾아올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팔찌에 이름이나 연락처, 앓고 있는 병 등의 정보를 적어서, 이를 보고 행인

들이 노인들을 안전하게 비교적 빨리 모셔갈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이외 12차 5개년 계획에서 관련 지표를 발표한 바 있음. 노인 치매, 정신질환 

등에 대한 지표인 ‘정신위생행동계획’을 발표하였음

－ 이에는 아동 정신질환이나 치매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으며 중국 정부에서 

관심을 갖고 있음

⧠ 한국측 답변(유애정,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정책연구원)

○ 이와 별개로 한국에서는 노인복지법 하에 노인복지관이 설립되고 있으며, 한

국의 건강한 어르신을 위해 어떠한 서비스가 제공되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임. 

내일 현장방문을 통해 이해할 수 있을 듯함

⧠ 한국측 질문(변루나, 보건복지부)

○ 일본에 두 가지를 질문하고 싶음. 첫 번째는 2050년에 일본은 4명 중 1명이 노

인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였는데, 노인인구 증가시 실질적으로 개호보험 수

급자 역시 증가할 텐데 재원조달은 어떻게 충당할 계획인지? (개호보험료 내에

서 충당하는지 혹은 국고나 지자체에서 일부 충당하여 유지할 계획인지?)

○ 두 번째, 지역포괄케어시스템, 그 중 예방사업에 대해 발표하였음. 이 역시 일

정부분 재원이 필요할 텐데 개호보험료로 지급하는 것인지 혹은 민간이나 

NPO에서 자생적으로 재원을 조달하는지 궁금함 

○ 한국 같은 경우는 예방사업을 활발히 하고 있지는 않지만 일정부분 장기요양

재원에서 관련 예산을 지출하고 있음. 일본같은 경우는 예방사업이 활발히 이

루어지는데 그 사업 대부분의 재원이 개호보험료인지 궁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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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측 답변(Kuniko Takahashi, Ministry of Health, Labour and Welfare)

○ 첫 번째 질문과 관련하여, 한일 양국 모두 생산가능인구가 적은 것은 동감하는 

바임. 일본의 경우, 개호보험 자체는 정부, 지자체, 광역단체 등의 세금과 40세 

이상의 보험료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음

－ 이외 필요분의 지출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가 상황에 맞추어 일정부분 별도

로 고령자를 지원하고 있음

○ 두 번째 질문과 관련하여,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은 요양보험료를 재원으로 함. 

단 주민 주체가 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일부를 지원하고 있으며. 민간기

업과 연계해서 지역의 활동을 늘려나가자는 의견이 많아지고 있음

⧠ 중국측 질문(Zheng Chunmei, National Health Family Planning Commission)

○ 현재 중국은 고령자 관련 제도 설계시, 자금 조달 문제를 고려하고 있음. 관련

하여, 첫째, 한국이 언급하는 ‘공단’은 전문적으로 설립된 보험기구인지 궁금

하며, 이 기구는 의료보험기관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듣고 싶음

○ 둘째, 중국이 장기요양보험제도를 실시 할 때, 한일 양국의 경험을 듣고자 함. 

또한 일본의 경우 노년의 사회참여를 확대해서 예방과 결합한다는 내용이 매

우 참신하였는데, 이를 어떻게 확산시키고 있는지 궁금함

⧠ 한국측 답변(유애정,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정책연구원)

○ 한국의 장기요양보험제도와 관련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보험제도

를 보건복지부가 마련하고 이에 따라 실제 운영하는 기관임. 대상자 관리부터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관리를 공단에서 하고 있음

○ 일본에서 개호보험을 실제 운영하는 지자체가 각각 다르다면, 한국은 단일보

험체계로 운영되나 지자체별 지사가 따로 있음. 아울러 한국의 경우 국민건강

보험도 동일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음

○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하여, 사회복지 법인 등의 공공의 운영비율은 적

은 편이며, 최근 민간의 참여비율이 높음. 재가기관의 경우 대다수 민간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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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들어와 운영을 하고 있음. 이는 시설의 경우도 유사하며, 민간 : 공공의 비

율이 7:3정도임

⧠ 한국측 답변(이윤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한국에서 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을 했을 때 누가 운영을 할 것인가에 대해 고

민한 바 있음. 일본은 국가단위인 지자체에서 하고 있고. 독일은 다른 여러 보

험운영 체제를 가지고 있음

○ 한국은 이같은 고민을 이어가던 중에 국민건강보험이라는 의료보험체계를 가

지고 있고, 현실적으로 지자체에서 하기 보다는 공단조직으로 하는 것이 현실

적으로 맞겠다는 결정하에 현재 체계를 갖게 되었음

－ 단, 건강보험공단 내에서 하나의 개별 파트로 장기요양보험을 운영하게 되

었음

⧠ 일본측 답변(Kuniko Takahashi, Ministry of Health, Labour and Welfare)

○ 일본은 올해 4월에 개정된 개호보험법 안에서 소비세의 증액분을 예방사업에 

사용하기로 되어 있음. 소비세를 올림으로써 그 부분을 개호보험에 일부 쓰기

로 되어 있으며, 이외 여러 부분에서 자원봉사 분들을 활용하고 있음

○ 일본에서 개호보험의 운영주체로 기초자치단체를 설정한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음. 첫째, 서비스 제공시 주민에게 가장 가까운 기초자치단체가 그 필요성을 

파악하기 가장 쉽기 때문임. 둘째는 보험료 징수가 용이하기 때문임. 지방세. 

주민세 등을 지자체가 징수하기 때문에 기초지자체가 이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현재 예방관련 사업은 40세 이상이 내는 보험료와 정부가 제공하는 세금을 

5:5로 재원을 조달하고 있음

－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대부분이 연금 수급자이므로 연금에서 어느 정도, 연

금을 지불하기 전 이 부분을 미리 빼서 재원을 마련하고 있음

－ 40세 이상(~65세 미만)의 의료보험 가입자는 의료보험료에 이를 더해 징수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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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고령화가 가속화될 것이므로 소비세율을 높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임. 

내후년 4월부터 소비세율이 3%에서 8%로 오를 예정이며, 앞으로는 10%가 될 

것임

－ 하지만 그것으로도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소비세의 증가는 불가피한 영

역임. 예를 들어 요양보험료는 5500엔인데 2025년에는 8000엔을 넘을 것

으로 보고 있음. 약 50%이상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이는 정치적 과제이므로 쉽게 말하기 어려움.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재원의 증가를 어떻게 조율할지가 큰 과제임.

－ 이미 고령자 의료부분에 대해서는 35조 이상이 지출되고 있음. 의료비가 타 

계층에 비해 3배나 높아 큰 과제가 되고 있음. 이에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서

(예방적 차원에서) 관련 비용이 늘어나는 것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함

⧠ 좌장 종합(이윤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각국의 빠른 고령화율에 따른 장기요양정책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가능했던 

것으로 보임. 향후에도 각국의 교류를 통해 제도 발전방안에 대해 모색해 볼 

수 있기를 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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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 : 고령친화산업 육성정책

(김기향: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가. 고령친화산업 현황 및 문제점

  1) 정책 및 제도 기반 마련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2005년 제정)

○ 제20조(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제21조(연도별 시행계획)

⧠ 고령친화산업진흥법(2006년 제정)

○ 제4조(고령친화산업발전계획), 제8조(고령친화산업 표준화)

○ 제9조(국제협력 및 해외시장진출 촉진), 제10조(고령친화산업 지원센터 설립

지정)

⧠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07년 제정)

○ 제6조(장기요양기본계획), 제7조(장기요양보험), 제23조(장기요양급여의 종류)

⧠ 관련법 

○ 산업융합촉진법(2011년 제정) : 제5조(산업융합발전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 제9조(융합 신산업 관계 법령의 개선 권고 등), 제13조(적합성 인증 등)

한중일 고령친화산업 정책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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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산업 수요 증가 

〔그림 4-1〕 노인인구 증가

〔그림 4-2〕 경제력 있는 베이비붐 세대 은퇴

주 : 1) 토지소유, 건물소유, 주식소유 비중은 각각 42.0%, 58.0%, 20.0%로 상당한 경제력을 보유하고 있음(현대경제
연구소)

      2)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등 제품 및 건강지원서비스, 요양서비스 등 다양한 산업 욕구 존재 (고령친화산업 소비
자 수요조사.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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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고령친화산업 시장 전망

〈표 4-1〉 고령친화산업 시장전망

구분
2012년 2015년 2020년

CAGR(12-20)
시장규모 비중 시장규모 비중 시장규모 비중

의약품 37,791 13.8 54,010 13.8 97,937 13.4 12.6

의료기기 12,438 4.5 17,827 4.5 32,479 4.5 12.8

식품 64,016 23.4 93,609 23.8 186,343 24.2 13.5

화장품 6,945 2.5 10,645 2.7 21,690 3.0 15.3

용품 16,689 6.1 18,770 4.8 22,907 3.1 4.0

요양 29,349 10.7 46,533 11.9 100,316 13.8 16.6

주거 13,546 5.0 14,209 3.6 14,301 2.0 0.7

여가 93,034 34.0 137,237 34.9 262,331 36.0 13.8

전체 273,809 100.0 392,839 100.0 728,305 100.0 13.0

자료 : 한국보건산업진흥원(2014). 고령친화산업 실태조사 및 산업분석. 

〔그림 4-3〕 고령친화산업 시잔 전망

  라. 제한적 성장

〔그림 4-4〕 고령친화산업의 제한적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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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고령친화산업 육성정책 방향

  1) 정책 및 제도 개선

⧠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개정(안) 마련

○ 고령친화산업 육성 지원을 위한 조항의 추가 및 개정

－ 고령친화산업진흥법 제2조(정의) 개정

－ 육성 지원 조항에 대한 추가 및 개정

○ 고령친화산업 육성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제도 마련

－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정 

－ 고령친화제품 품목분류 고시 개발

⧠ 고령친화산업 발전협의체(가칭) 운영

○ 종합적인 규제개선 및 활성화 정책 논의(이해당사자간 민․관․유관기관 등

⧠ 고령친화산업 활성화 포럼 운영

○ 육성지원 정책 발굴 및 정책공감대 확산을 위한 국제 포럼 개최

  2) 산업체 지원 확대

⧠ 전주기적 관점의 산업체 지원

○ 고령친화산업 전문기업 육성 : 2개(’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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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전주기적 관점의 산업체 지원

⧠ 고령친화우수제품(서비스) 지정제도 활성화

○ 다양한 제품 및 서비스로 확대(복지용구 탈피)

〈표 4-2〉 고령친화우수제품(서비스) 지정제도 활성화 계획 

현재(’15년 9월) 향후

1.이동변기 2.목욕의자 3.보행차 4.보행보조차
5.안전손잡이 6.간이변기 7.지팡이 8.욕창예방방석
9.자세변환용구 10.수동휠체어 11.전동침대 
12.수동침대 13.이동욕조 14.욕창예방 매트리스  
15.목욕리프트 16.배회감지기 17.단차해소기
18.가정용미끄럼방지용품 19.머리세발기  
20.노인용신발 21.자동배변처리기 22. 고령자(성인)용 
기저귀 23.고령자용 의류(요양복) 24.욕창예방 방석
-비공기패드형 25. 고령자용에이프런

2015년 2개 품목 개발중
   - 높낮이 조절 세면대, 침대 매트리스

* 다양한 제품 및 서비스로 확대
 -고령친화제품 전체적인 품목 설정(복지용구 탈피)
   ․ 개인건강의료용품(건강측정용품, 안마기, 온열한

냉용품
   ․  고령자용 유무선 전화기 등 정보통신기기
   ․  여가용품
   ․  품목으로 설정되지 않은 품목도 신청 가능여부 확인
 - 고령친화우수서비스 도입 및 운영
   ․  실버타운 ․  상조서비스 
   ․  필요성,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점차 확대

○ 제도의 고도화 : 평가기준의 강화 및 브랜드 가치 창출

⧠ 사용성 평가 시스템의 효율성 제고

○ 사용성 평가 확대를 위한 사용성 평가기관 인증 및 컨설팅 지원

○ 사용성 평가 기반 제품 개발 연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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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사용성 평가 시스템 효율성 제고 방안

  3) 시장활성화 지원

⧠ 국내 판로개척 지원

○ 지역사회 밀착형 전시체험관을 통한 판매장려

〔그림 4-7〕 국내 판로개척 지원

⧠ 해외진출 촉진

○ 해외박람회 참가지원, 국내 및 해외 유통상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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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 해외진출 촉진

  4) 고령친화 전문인력 양성

⧠ 친고령특성화대학원 운영

○ 학위과정 운영

－ 2개 대학 선정 : 경희대학교, 차의과학대학교

－ 지원기간 : 3년간, 최대 5년간 (1단계 : ’15~’17년, 2단계 : ’18~’19년)

－ 지원규모 : 주관대학(원) 당 연 6억원 내외(단, ’15년은 3억원 이내)

○ 비학위과정 시범운영

⧠ 국가 자격증화의 타당성 검토

○ 예: 복지용구상담원, 고령친화 주택개조사, 고령자 심리상담원 등

2. 중국 : 중국 고령산업 정책의 변화 및 주요 고령산업 영역의 발전

(Zheng Chunmei : National Health Family Planning Commission)

  가. 고령산업의 범위

⧠ 고령산업(老龄产业)은 노년인구를 서비스대상으로 하는 산업체계로서 고령자에

게 제품·서비스·취업기회를 제공하는 모든 경제실체를 포함하며, 고령자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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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주·이동·생활용품·의료보건·돌봄 및 간호·정신적 위안 등 다양한 수요를 충

족하는 여러 업종들을 총칭함

○ 따라서 고령산업은 전통적 의미에서의 독립된 산업부문이 아니라 노년 소비시

장의 수요로 인해 형성된 국민경제 내의 신흥 산업클러스터이며 다수의 관련 

산업부문을 아우르는 용어임

⧠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고령산업은 고령자의 특수 수요와 미래 중국 고령산

업 발전의 전체적인 구도에 따라 아래와 같은 10개 업종으로 나눌 수 있음

(1) 양로서비스 산업: 각종 양로서비스 기관, 재택 양로서비스, 지역사회 양로 등

(2) 고령자 위생보건 산업: 고령자 약품, 건강보조제, 노년 의료 보조기기 등

(3) 고령자 일상 생활용품 산업: 고령자를 위한 의복, 생활용품 등

(4) 고령자 금융산업: 고령자를 위해 맞춤 설계된 건강저축 플랜, 증권투자 플랜 등

(5) 고령자 보험산업: 고령자 관련 생명보험, 건강보험, 양로보험 등

(6) 고령자 부동산 산업: 실버주택, 실버타운, 양로원 등

(7) 고령자 문화레저 산업: 실버 관광, 고령자 문화·스포츠·여가 등

(8) 고령자 교육산업: 노인대학, 고령자 연수반 등

(9) 고령자 상담서비스업: 고령자의 법적 권익 보호, 심리, 직업, 결혼 상담 서비스 등

(10) 기타 고령자 관련 산업

  나. 중국 고령산업 정책의 변화

  1) 고령산업 정책의 발전

⧠ 새로운 세기의 시작과 더불어, 중국 전국고령공작위원회(全国老龄工作委员会)가 

발표한 <고령사업 발전을 위한 제10차 5개년 계획(中国老龄事业发展“十五”计划
纲要) 2001-2005>에서 ‘노년산업(老年产业)’이라는 표현이 최초로 등장하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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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이로써 중국 고령산업정책이 싹트기 시작함

○ <고령사업 발전을 위한 제11차 5개년계획(2006-2010)>에서 ‘고령산업(老龄
产业)’의 개념이 공식적으로 등장했고 정책지원, 양로서비스업, 고령자 용품, 

고령자 서비스, 고령자 소비, 인력양성 등 5개 측면에서 상세하고 체계적인 장

기플랜이 제시됨

－ 이로써 중국 고령산업의 정책적 실천이 발걸음을 내딛게 됨

○ <고령사업 발전을 위한 제12차 5개년 계획 (2011-2015)>에서 ‘고령산업 정

책’의 개념이 처음으로 제시되었으며, 이와 함께 고령산업 정책 보완, 고령자 

용품·기구·서비스 개발 촉진, 실버관광 서비스 발전, 시장 관리감독 및 업계자

율성 강화 등 측면에서 고령산업 발전 지원에 대해 원칙적 규정을 마련함

－ 이로써 중국 고령산업의 정책적 실천이 성장단계에 접어듦

○ 2015년 중국 정부는 “인구고령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 사회양로 서비스체계

의 조속한 구축, 노년서비스산업 발전”에 대한 방침을 명확하게 제시함

  2) 고령산업 정책의 주요 내용

⧠ 지금까지 중국정부가 발표한 고령산업 정책은 아래와 같이 일부 영역에 집중되어 

있음

○ 고령산업 발전을 위한 민간자본 투자장려 정책

－ 21C초부터 중국 정부는 민간자본(非公有资本)의 고령산업 진입을 장려함 

－ <사회적 양로서비스 체계구축 계획(社会养老服务体系建设规划) 2011-2015>

에서는 사회적 양로서비스 시장을 개방하고, 정부가 설립하고 민간이 운영

하는 공건민영(公建民营)/민간이 설립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민판공조(民办
公助)/정부용역 발주/투자금 및 대출이자 지원 등 다양한 방식을 도입하여 

사회 구성원 및 단체가 각종 양로서비스 시설을 설립하도록 인도·지원하겠

다고 명시적으로 밝힘

－ 민정부(民政部)는 양로서비스 산업의 실제를 결합하여 <민간자본의 양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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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 영역 진입을 인도·장려하기 위한 실시의견(关于鼓励和引导民间资本

进入养老服务领域的实施意见)>을 제정함

 이 문건에서는 민간자본이 참여할 수 있는 양로서비스의 구체적인 영역, 

지원정책, 자금지원 등을 전면적으로 규정하고 지침을 제시함

－ <양로서비스업 발전 촉진에 관한 국무원 의견(国务院关于加快发展养老服

务业的若干意见)에서는 투자 및 융자 정책, 토지공급 정책, 조세우대 정책, 

재정지원 정책, 인력양성, 취업정책 등 민간자본의 양로서비스 산업 참여를 

장려하기 위한 규정들이 제시됨

○ 고령산업 조직고도화 정책

－ 중국 고령산업은 초기단계에 머물고 있으며 낮은 산업집중도, 과도한 경쟁, 

규모의 비경제, 조직분산 등이 산업발전을 저해하고 있음.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한 중국정부는 관련 조치를 취함 

 <양로서비스업 발전 촉진에 관한 국무원 의견(国务院关于加快发展养老

服务业的若干意见)>에서는 양로산업 클러스터 육성, 양로서비스 중소기

업 발전 장려, 선도기업 발전 지원, 브랜드전략 실시, 혁신능력 제고, 산

업체인 및 서비스영역 확대, 가시적인 경제·사회적 효익을 창출할 수 있

는 산업클러스터 구축에 관한 지침을 내놓음

 <사회적 양로 서비스체계 구축 계획(社会养老服务体系建设规
划)2011-2015>에서는 사회사업 전문기관이 관리팀을 파견하거나 서비

스 감독을 실시하는 등의 방식으로 양로서비스 시설 운영에 참여시키고 

양로기관의 규모화·전문화·프랜차이즈화를 추진하겠다는 계획함

○ 고령산업 시장질서를 규범화하기 위한 정책

－ 공평한 시장경쟁 질서 확립은 산업정책의 중요한 내용으로, <고령산업발전 

제12차 5개년 계획(中国老龄事业发展“十二五”规划)2011-2015>에서는 고

령자 상품 및 용품의 품질기준 연구·제정/고령산업 시장 관리감독 강화/고

령산업 업계협회와 중개기관의 적극적 역할/정보서비스 및 업계자율성 강

화 등 고령산업 시장질서를 규범화하는 규정들이 제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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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서비스 산업 발전 과정에서 나타난 무질서한 경쟁과 공공 양로기관의 

민간 양로기관 시장영역 침범 등의 문제점에 대해 정부는 관련 발전계획과 

의견문건(意见)을 시장매커니즘 보완, 자원을 배분하는 시장의 기본 기능 

극대화, 사회적 양로서비스 시장개방, 평등한 참여 및 공정한 경쟁이 이루

어지는 시장환경 조성, 정부가 설립하고 민간이 운영하는 공건민영(公建民

营)/민간이 설립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민판공조(民办公助)/정부용역 발주/

투자금 및 대출이자 지원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사회 구성원 및 단체의 각

종 양로서비스 시설 설립 인도·지원에 관한 정책을 제시함

 민간이 설립한 비영리 기관도 동종 업계 공공기관과 동등한 대우를 받음

○ 고령산업 장려를 위한 경제 정책

－ 고령산업, 특히 고령자를 위한 서비스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중국 정부는 

많은 우대정책을 마련함

－ <고령산업발전 제11차 5개년 계획(中国老龄事业发展“十一五”规划)>에서 

최초의 고령산업 발전 지원 정책이 제시됨

 조세·대출․투자 등 정책, 조세우대·비용감면·대출지원 등 조치를 통해 초

기단계에 머물고 있는 고령산업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개인사업자와 외

국인자본 등 민간자본(非公有资本)의 고령산업 참여를 규범화하는 동시 

적극적으로 장려․인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전체적으로 고령산업 발전을 위한 중국 정부의 경제 정책은 고령자 서비스산

업에 주로 집중되어 있으며 투자 및 융자, 토지공급, 조세우대, 재정 지원 등을 

담고 있으며, 고령자 서비스산업 발전 과정에서 나타난 자금융통 문제, 부지확

보 문제, 수익 문제 등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목적임

－ (투자 및 융자 정책) 금융상품과 서비스방식 조기 혁신, 대출 담보물 범위 

확대, 양로서비스 산업의 대출 수요에 대한 적극적 지원. 대출 이자 지원, 

소액 대출 등 방식을 통해 양로서비스 산업의 효율적인 대출 투입확대

 양로서비스 기관의 신용시스템 구축 확대, 대출자금과 민간자본에 대한 

흡인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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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진적인 규제 완화, 보험업계 자금의 양로서비스 영역 투자 장려 및 지원

 양로서비스 수요를 전체적으로 고려한 지방정부 채권발행 규정, 양로서

비스시설 설립 및 무장애 리모델링 적극 지원

－ (토지공급정책)

 각종 양로서비스시설 건설용지를 도시지역 토지이용 계획과 연간 용지계

획에 편입

 양로서비스 시설의 용지수요를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도시 전체계획과 세

부 규제계획을 수립

 유휴 공공용지를 양로서비스 용지로 변경 가능

 영리 양로기관 건설용지는 경영성 용지의 유상용지 수속에 관한 국가 규

정에 따라 우선적인 공급을 보장

－ (조세우대정책)

 양로기관이 제공하는 요양 서비스에 대해 영업세 면제, 행정사업성 세금 

감면, 영리 양로기관 건설에 대해 관련 행정사업성 세금 50% 감면

 양로기관 전력, 용수, 가스, 난방은 주민생활류 가격을 적용

－ (재정지원정책)

 주로 민간이 설립 정부가 지원하는 민판공조(民办公助) 방식 추진

 투자 보조금, 대출이자 지원, 운영보조금, 정부용역 등 방식을 통해 사회

구성원 및 단체가 양로서비스기관을 설립하고 양로서비스사업을 하도록 

지원

○ 고령산업발전 촉진을 위한 기타 정책

－ 상술한 정책 외에도 중국에는 인력양성과 취업 정책 등 고령산업 발전을 촉

진하는 다른 정책들도 존재함

－ <중국 고령사업발전 제11차 5개년 계획(中国老龄事业发展“十一五”规划)>

에서 고령산업 인력양성 가운데 특히 고령산업 관리인력, 서비스 인력 양성

을 촉진하겠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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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로서비스 산업 촉진에 관한 국무원 의견(国务院关于加快发展养老服务
业的若干意见)”에서는 더욱 상세한 조치를 내놓음

 예를 들어, 고등교육기관과 중등직업학교에 양로서비스 관련 전공 및 과

정 추가 설치 지원, 인재양성규모 확대, 고령자의학․재활간호․영양․심리․사
회사업 등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촉진, 우대 제정, 전문대학 관련 전공 졸

업생의 양로서비스산업 종사 장려

－ 고령자 간호인력 전공 양성 강화, 조건에 부합하는 양로간호직업양성과 직

업기능감정에 참가하는 종사인력은 규정에 따라 관련 보조금을 지급, 양로

기관과 지역사회 공익성 일자리 개발, 농촌이주 노동력, 도시취업곤란자 등

을 양로서비스에 종사하도록 수용, 양로기관에 취업하는 전문기술 인력에 

대해 의료기관, 복지기관과 동등한 자격증, 등록 심사 정책 등을 적용한다

는 내용을 담고 있음

－ 고령산업 발전의 대외개방 정책과 고령산업 기술정책은 다음과 같음

 (고령산업 발전의 대외개방 정책) 국외자본이 국내에 양로기관을 설립하

는 투자 장려, 국내 양로기관에 대한 조세 등 현재의 우대정책을 조건에 

부합하는 국외투자자에도 동일하게 적용

 (고령산업 기술정책) 양로서비스 정보화건설 강화, 현대기술을 바탕으로 

고령자에게 효율적이고 편리한 서비스 제공, 기업과 기관이 인터넷·사물인

터넷 등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재택양로서비스모델을 혁신하도록 지원

 (고령산업 기술정책) 양로기관은 전문기술직을 합리적으로 설치, 의사, 

간호사, 재활의사, 재활치료사, 사회사업자 등 종사자격증 또는 직업자격

증을 보유한 전문기술인력을 중점적으로 양성하도록 규정

－ 이외에 고령산업 관련 기업이 국가의 현행 첨단기술기업 조세우대정책 규

정에 부합하는 경우 동일한 조세우대정책을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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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주요 고령산업 영역의 발전

⧠ 중국 고령산업 가운데 양로서비스 산업, 고령자교육 산업, 고령자주택 산업은 빠

르게 발전하는 추세임

○ 기술혁신이나 시장세분화에 힘입어 전통적인 고령자 일상용품 산업, 노년 의

료보건 산업, 트렌드가 되어가고 있는 실버관광 산업도 안정적으로 발전하고 

있음

－ 이에 반해 실버금융업, 실버컨설팅 등은 현재 매우 부족한 상태임

  1) 고령자 서비스 산업의 발전

⧠ 중국은 고령자 서비스시설, 고령자 돌봄, 노인우대를 포함한 일련의 정책에 힘입

어 고령자 서비스 산업이 발전하고 있음

○ 2001년에 발표된 <노인사회복지기관 기본규범(老年人社会福利机构基本规
范)>, <지역사회 노년복지서비스 성광계획 실시방안(社区老年福利服务星光计
划”实施方案”)>, 2006년에 10개 부처위원회가 공동으로 발표한 <양로서비스

업발전에 관한 통지(关于发展养老服务业的通知)>, 2008년 10개 부처위원회

가 발표한 <전면적인 재택양로서비스업 추진에 관한 의견(关于全面推进居家养
老服务工作的意见)>이 있음

－ 재택양로, 지역사회 양로, 기관양로는 현재 중국 양로 산업의 세 가지 기본 

모델이지만, 현 단계에서 중국 양로서비스업은 주로 기관양로를 의미함

 2007년  중국 도시 및 농촌의 양로기관 수가 다소 하락하였으나 이후에

는 다시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며, 이 가운데 2010년 이후가 가장 분명함

 이와 더불어, 양로기관 침상 수가 안정적으로 상승, 거의 매5년마다 한 번

씩 두 배로 늘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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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9〕 2003-2012년 중국 양로기관 및 침상 수

자료: 중국민정통계연감/민정부 사회서비스통계공보.

⧠ 장기적인 인구고령화 추세, 자녀들의 유동성 및 빈둥지 노인 증가로 인해 기관양

로, 노인요양보살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장기적으로 성장하리라는 점을 예견할 

수 있음

○ 양로서비스업 발전의 분명한 특징은 사회화 양로기관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가운데 민간양로기관이 양로서비스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잡았다는 것임

⧠ 기관양로의 발전에 비해 중국의 사회적 양로, 재택양로서비스는 여전히 초기단계임

○ 중국은 아직 전체 도시 지역에 양로서비스업을 보급한 도시가 없고, 많은 도시

들이 개별적이거나 부분적인 시범지역만 있음

○ 재택양로는 주로 도우미의 생활돌봄에 국한되어 있는 반면, 노인들이 절실하

게 필요로 하는 의료보건, 정신적 위안, 일상적 상호작용 등의 재택양로 서비

스는 극도로 부족한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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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실버교육 산업의 발전

⧠ 최근 들어 정부와 민간의 공동 노력 하에 장족의 발전을 거둔 고령자들을 위한 실

버교육 산업은 실버세대들의 여가생활을 풍부하게 만드는 동시에 문화레저, 건강

장수, 가족관계, 자생적 사회단체 등 다양한 효과를 낳음

○ 아래와 같이 고령자 학교는 규모가 늘어나기도 했고 줄어들기도 했는데, 2009

년의 경우 59,543개소에 달함

○ 재학생수는 2004년 314만명에서 2012년말 625명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늘어남으로써 10년도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두 배로 늘어남

⧠ 학교의 질적인 측면을 살펴보면, 전형적인 성공을 거둔 노인대학은 등록할 때 ‘기

존 학생이 졸업을 원하지 않아서 새로운 학생이 들어오지 못하는’상황까지 벌어

질 정도로 대단한 인기 중

○ 상해노년대학(上海老年大学), 천진노년대학(天津老年大学), 금릉노년대학(金陵

老年大学) 등 규모가 크고 수준이 뛰어난 일부 노인대학은 자체적으로 만든 교

안과 교재를 보유하고 있음

〔그림 4-10〕 2004-2012년 중국 실버학교 규모와 학생 수

자료: 중국 국가 민정국 웹사이트에서 발표한 2004-2012년 사회서비스통계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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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고령자 주택의 발전

⧠ 중국의 고령자 주택 산업은 뒤늦게 시작되었지만 양호한 발전추세를 보임

○ 최근 북경태양성(北京太阳城), 가승강남태양성(嘉兴江南太阳城), 곤산효현방

(昆山孝贤坊), 삼아청평락(三亚清平乐), 상해친화원(上海亲和源), 항주금색연

화(杭州金色年华), 성도국제산수이양미지(成都国际山水怡养美地) 등 다수의 노

인커뮤니티 프로젝트가 나타남

－ 이러한 실버주택 프로젝트는 ‘서비스형 요양단지’를 이념으로 고품질의 실

버 부동산서비스, 브랜드요양, 단지내 병원 등 실버세대와 밀접하게 관련된 

산업적 요소를 결합함

○ 2010년 말, 세계 최대 전문주택 개발기업인 ‘Vanke(万科)’가 ‘건강한 노년세

대를 위한 주택(活跃长者住宅)’을 건설하겠다는 대규모 플랜을 발표함

⧠ 투자자별로 분류하면 현재 중국 실버부동산의 상품 형태는 주로 세 가지가 있음

○ 보험사가 투자한 업그레이드판 양로기관으로서 양로원이나 양로부동산을 장

기경영 상업부동산 프로젝트로 간주하는 사업이 있음

○ 개발업체가 내놓은 양로부동산프로젝트로서 프로젝트개발과정에서 노인들을 

위한 맞춤형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이 있음

○ 이외에 중국 각 지방정부 민정부문에서 내놓은 복지 성격의 양로시설이 있음

⧠ 노년세대의 소득수준이 높아지고 삶의 질을 추구하게 되면서 고령자 패션산업, 

고령자 생활 보조기기 등 노년세대를 위한 일상 생활용품 산업도 빠르게 발전하

고 있음

○ 제품 설계 및 개발에 대한 투자와 기술함량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발전가

능성도 매우 큼

○ 실버 관광산업이 저수익, 고리스크이면서 요구사항이 많아 여행사의 계륵으로 

여겨졌었지만 최근 들어 지속적인 활기를 띠고 있음



82 제5차 한중일 고령화회담 운영

－ 수많은 여행사들이 실버관광 루트를 개발함

 ‘은발유(银发游)’, ‘석양홍(夕阳红)’ 등의 사례는 일부 여행사들의 주력 항

목 가운데 하나로 자리 잡았으며 많은 노년세대들의 호응을 얻고 있음

－ 노년세대들은 중국 건강보조제품 시장의 주류 소비계층임

 고령자 의료보건업도 상당한 발전을 거두었는데 고령자들을 위한 건강보

조제품이 전형적임

  라. 맺음말

⧠ 중국의 고령화는 일본, 한국의 고령화와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공통점이 있으며, 

마찬가지로 세계에서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국가에 속함

○ 차이점은 고령인구의 거대한 규모로서 세계에서 고령인구 규모가 가장 큰 나

라이며, 향후 30년 동안 고령인구 규모가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중국은 고령자 산업정책 분야에서 효율적이고 실행가능한 정책 지원과 서비스로 

고령자를 돌봐야 한다는 점에서, 일본 및 한국과 공통점이 있음

○ 차이점은 중국의 경우 비교적 최근에 고령산업 정책이 등장한 관계로 아직 불

완전한 상태이며 일본과 한국의 경험을 배울 필요가 있다는 점임

－ 일본, 한국과의 교류를 통해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기를 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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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본 :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는 요양 로봇 등 선진 기술의 활용 촉진

(Yuji Higashi : Ministry of Health, Labour and Welfare)

  가. 로봇의 정의 

⧠ 로봇이란 1) 정보를 감지(센서계열) 2) 판단(지능, 제어계열) 3) 동작(구동계열)의 

3가지 요소가 지능화된 기계시스템을 의미

○ 로봇기술을 이용해 이용자의 자립 지원 및 보호자의 부담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는 요양기기를 요양 로봇이라 함

〔그림 4-11〕 로봇지원 모습

  나. 로봇 정책(로봇 혁명의 구체적 형태)

⧠ 향후 5년간 로봇 혁명 집중 실행기간으로 규정

○ 민관이 함께 총액 1,000억엔 규모로 로봇 관련 프로젝트에 투자

○ 로봇 시장규모를 2.4조엔(연간)으로 확대(현재 5,000억엔)

○ 후쿠시마에 새롱누 로봇 실증 필드 구축

－ 비행로봇이나 화재로봇 등 실증 구역 창설

－ 이노베이션코스트 구상(후쿠시마 국제연구산업도시구상)과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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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2〕 로봇 정책 구체적 방안

〔그림 4-13〕 의료․요양용 로봇 도입시 취급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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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4〕 요양로봇에 관한 특별 여론 조사(2013.9.12.)

〔그림 4-15〕 로봇 기술에 대한 수요

주: 각종 여론 조사에 따르면 갈아타기, 이동지원, 일상생활지원, 치매 고령자 지원, 요양시설 업무지원, 예방 및 건강
유지 분야에 대한 수요가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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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요양 로봇 개발 지원 및 중점분야

⧠ 요양 로봇 개발 지원과 관련하여, 민간기업 및 연구기관 등에서는 기기개발을, 요

양현장에서는 실제적으로 로봇을 통한 서비스 진행

○ 민간기업 및 연구기관 등은 요양현장에 요양 로봇에 대해 모니터 조사 등을 요

청하며, 요양현장은 테스트 기기 평가결과를 민간기업 및 연구기관 등에 전달

○ 중점분야는 크게, 갈아타기 보조(장착, 비장착), 이동지원(실내, 실외), 용변지

원, 치매환자 보조, 입욕 지원 등임

〔그림 4-16〕 요양 로봇 개발 지원

⧠ 복지용품․요양 로봇 실용화 지원사업

○ 문의센터 개설, 실증적 환경정비, 모니터 조사 실시, 보급, 계몽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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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7〕 복지용품･요양 로봇 실용화 지원 사업

⧠ 요양 로봇 중점분야별 설명 및 활용 모습은 아래와 같음

○ 갈아타기 보조(장착형) : 로봇기술을 활용하여 간병인의 근력을 보조하는 장착형 기기

－ 간병인이 장착해서 사용, 환자의 이동을 도울 때 부담 경감됨

－ 간병인이 혼자서 탈착 가능함

－ 침대, 휠체어, 변기이동시 사용 가능함

〔그림 4-18〕 중점분야 : 갈아타기 보조(장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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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아타기 보조(비장착형) : 로봇 기술을 활용하여 간병인이 들어 올리는 동작

을 근력면에서 보조하는 비장착형 기기

－ 갈아타기 시작부터 종료 시까지 간병인이 혼자서 사용 가능함

－ 침대에서 휠체어로  갈아 태울 때  활용 가능함

－ 간병대상자를 갈아 태울 때 간병인의 근력 전체 또는 근력 일부를 보조함

－ 기기 설치를 위한 받침대설치 공사  등 주택에 추가설치 공사가 필요 없음

－ Hanging type의 이동용 리프트는 제외

〔그림 4-19〕 중점분야 : 갈아타기 보조(비장착)

○ 이동지원(실외) : 고령자 등의 외출을 지원하고 물건 등을 안전하게 운반할 수 

있는 로봇 기술을 활용한 보행 지원 기기

－ 사용자가 혼자서 사용 가능한 손으로 눌러 이동하는 카트 타입(보행차, 실

버카 등)의 기기

－ 고령자 등이 자기 힘으로 보행하는 것을 도울 수 있음. 탑승하는 것은 대상

에 포함되지 않음

－ 물건을 올려놓고 이동할 수 있음

－ 모터 등으로 이동 보조(오르막길에서는 추진력, 내리막길에서는 브레이크

를 거는 구동력이 작용)

－ 4개 이상의 바퀴 장착



제4장 한중일 고령친화산업 정책 89

－ 울퉁불퉁한 길에서도 안정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 바퀴 직경

－ 그대로 또는 접어서 일반 자동차의 차 안이나 트럭에 실을 수 있는 크기

－ 매뉴얼 브레이크 있음

－ 우천 시에 옥외에 방치해도 고장 나지 않도록 방수기능 있음

－ 간병인이 들어 올릴 수 있는 중량(30kg 이하)

〔그림 4-20〕 중점분야 : 이동지원(실외)

    

○ 이동지원(실내) : 고령자 등이 실내 이동 및 앉고 서는 행동을 지원하며, 특히 화

장실 왕복, 화장실 안에서 자세유지를 돕는 로봇 기술을 활용한 보행 지원 기기

－ 혼자 사용 가능하거나 1명의 간병인이 도와줄 때 사용 가능

－ 사용자가 혼자 보행할 수 있도록 보조하며, 타는 것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식당이나 거실에서 의자에서 일어날 때, 침대에서 일어날 때를 주로 가정하

여 사용자가 의자 또는 바닥에서 일어나는 동작을 지원할 수 있음

－ 기존의 보행 보조 기구와 병용가능

－ 일반 가정 내 화장실에서도 특별한 조작 없이 사용할 수 있으며, 화장실 내

에서의 일련의 동작(변기에 앉고 일어나는 동작, 바지를 내리고 올리는 동

작, 닦는 동작, 화장실 내에서의 방향 전환) 시, 낙상을 방지하기 위해 자세

를 안정화시킬 수 있다면 평가 시 가산점 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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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1〕 중점분야 : 이동지원(실내)

○ 용변지원 : 용변물 처리에 로봇 기술을 활용하여 설치 위치를 바꿀 수 있는 화장실

－ 사용자가 거실에서 앉아 사용하는 변기

－ 용변물 냄새가 실내로 확산되지 않도록 용변물을 실외로 내보내거나 용기

나 봉투에 밀폐하여 격리

－ 실내에서 설치 위치를 조절가능

〔그림 4-22〕 중점분야 : 이동지원(실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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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매환자의 보호(요양시설용) : 요양 시설에서 사용하는 낙상 감지 센서 및 외

부 통신 기기를 갖춘 로봇 기술을 활용한 기기의 플랫폼

－ 여러 요양 대상자를 동시에 돌볼 수 있음

－ 시설 내 곳곳에 있는 여러 요양사들에게 동시에 정보를 공유할 수 있음

－ 밤낮 가리지 않고 사용 가능함

－ 요양 대상자가 자발적으로 도움을 구하는 행동(버튼을 누르거나 목소리를 

내는 등)에서 알 수 있는 정보에만 의존하지 않음

－ 요양 대상자가 침대에서 멀어지려는 상태 또는 멀어짐을 감지하여 요양사

에게 통보 가능

－ 치매 환자의 보호 플랫폼으로써 기능 확장 및 기기, 소프트웨어와의 접속이 가능

〔그림 4-23〕 중점분야 : 치매환자의 보호(요양시설용)

○ 치매환자의 보호(재택용) : 재택 요양 시에 사용하는 낙상 감지 센서 및 외부 통

신 기기를 갖춘 로봇 기술을 활용한 기기의 플랫폼

－ 여러 방을 동시에 돌볼 수 있음

－ 욕실에서도 돌볼 수 있음

－ 어두운 곳에서도 사용 가능

－ 요양 대상자가 자발적으로 도움을 구하는 행동(버튼을 누르거나 목소리를 

내는 등)에서 알 수 있는 정보에만 의존하지 않음

－ 요양 대상자가 단말기를 가지고 다니거나 몸에 부착하고 다니는 것이 필수는 아님

－ 요양 대상자가 넘어진 것을 감지하여 요양 종사자에게 통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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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 대상자의 생활이나 몸 상태의 변화에 관한 지표를 개발자가 적어도 1

개를 설정 또는 감지하여, 간병인에게 정보를 공유 할 수 있음

－ 치매 환자의 보호 플랫폼으로써 기능 확장 및 기기, 소프트웨어와의 접속이 가능

〔그림 4-24〕 중점분야 : 치매환자의 보호(재택용)

○ 입욕지원 : 로봇 기술을 활용하여 욕조에 들어가고 나올 때 여러 동작을 도와

주는 기기

－ 요양 대상자가 혼자 사용하거나 1명의 간병인이 도와줄 때 사용 가능함

－ 요양 대상자가 욕실에서 욕조 안으로 들어가고 나올 때, 욕조 턱을 넘어서 

몸을 담글 때까지 여러 동작을 보조할 수 있음

－ 보조기기를 사용하더라도 적어도 가슴까지 몸을 담글 수 있음

－ 요양 대상자의 가족이 목욕할 때도 도와달라고 할 필요 없이 간병인이 혼자

서 탈착 및 수납정리가 가능

－ 특별한 공사 없이 설치 가능

〔그림 4-25〕 중점분야 : 입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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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지역의료 요양종합 확보기금

⧠ 베이비붐 세대가 75세 이상이 되는 2025년을 전망하면 병상의 기능 분화․연계, 

재택 의료․요양 추진, 의료․요양 종사자 확보․근무 환경 개선 등과 관련하여, ‘효율

적이고 질 높은 의료 제공 체제의 구축’과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의 구축’의 시급한 

과제로 대두

⧠ 따라서, 소비세 증가분을 활용한 새로운 재정지원제도(지역의료요양종합확보기

금)를 창설하여 각 광역자치단체에 설치함

○ 각 광역자치단체는 광역자치단체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계획에 근거하여 사업

을 실시함

－ 2015년도 관련 예산은 1,628억엔으로 의료부분 904억엔, 요양부분 724억엔

〔그림 4-26〕 지역의료 요양종합 확보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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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질의 및 토론

⧠ 중국측 질문(Zheng Chunmei, National Health Family Planning Commission)

○ 여가산업 분야의 한국 상황, 일본의 노년 여행산업 상황은 어떠한지 궁금함

⧠ 한국측 답변(김기향,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여가는 문화관광부 관할로 정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에서도 노인의 여가문화 부문을 다루고 있으며 현재 고령친화여가산업 육성시

키고자 노력중임

－ 여가문화 산업으로는 크게 스포츠, 여가문화, 여행 세 분야로 구분하고 있음

○ 아직 구체적이지는 않으나 노인여가문화복합단지 활성화 계획에 있음. 일본과 

같이 지역사회에서 여가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

⧠ 일본측 답변(Yuji Higashi, Ministry of Health, Labour and Welfare)

○ 일본도 산업화 이전까지는 발전되지 못한 상태이나 현재 관심도가 높음. 그룹별 

혹은 독자적으로 여가문화활동으로 여행을 실시, 지역 차원에서 자원봉사팀이 

이들을 지원할거라 생각되며, 이것이 건강한 문화생활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

⧠ 한국측 답변(정경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한국은 노인복지관에서 여가문화 프로그램으로 대응, 대학에서 여가문화 프로

그램 수요를 파악하고 개발 중임

⧠ 한국측 질문(김기향,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고령친화산업을 위한 중국 정부 이외에 각 성에서 하고 있는 노력 예시, 정부 주

도의 요양서비스 사업에 대한 생각, 건강보조식품 성장산업 발전방향이 궁금함

○ 일본의 고령친화사업은 후생노동성에서 주도하고 경제산업성은 제품개발 및 

지원측면, 두 기관의 역할과 시너지에 대한 설명을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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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측 답변(Zheng Chunmei, National Health Family Planning Commission)

○ 중국 양로서비스 발전에 대한 문건에 따르면 2012년 1,000명당 침상수 40개

로 발표되었음, 내몽고에서는 50개 침상을 가지는 등 각지의 고령화 상황이 다

르므로 차이는 있을 수 있음

○ 양로서비스와 관련하여, 서비스 제공기관을 지역사회 공동체 차원에서 설치하

는 경우가 많음. 중국은 일본, 한국과 비슷한 문화로 가정에서 케어를 바라는 

비율이 높아 90%가 재가양로를 선택하고 있음

－ 정부에서 센터를 설치, 호스피스 병동을 지역사회에 설치하여 양로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함. 가족들이 낮에는 기관에 보내는 주간보호가 가능하도록 함. 

재가요양서비스를 통해 바깥출입이 어려운 노인에게 외부에서 식사를 가져

다 주거나, 시장에서 가져다 주는 서비스 등이 있음

－ 자원봉사자들이 방문하여 목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지역사회에서 케어

를 제공하는 방법은 기관보호, 주간보호, 재가보호의 3가지 방법이 있음

○ 건강보조식품은 노인이 아주 큰 소비층임. 노인이 건강 확보를 위해 많이 사용

함. 특히 칼슘제는 건강보조식품의 중요한 요소로 많은 소비가 있고, 또 많이 

생산하고 있음. 그 외 비타민 등의 중요하게 생각되고 있고, 버섯등의 식품이 

주요 생산품으로 활용되고 있음

⧠ 일본측 답변(Yuji Higashi, Ministry of Health, Labour and Welfare)

○ 경제산업성과 후생노동성의 기기개발에 대한 시너지 현상은 기업이 가지고 있

는 기술을 최대한 끌어내는 것이 가장 큰 과제임. 사용자와 개발자와의 수요 

필요성이 정확히 전달되지 않으면 좋은 제품이 나오지 않음. 기술력과 필요성

을 중요하게 여김으로써 시너지 효과가 나도록 함. 보급단계에 있어 협력하고 

지원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함

⧠ 일본측 질문(Yuji Higashi, Ministry of Health, Labour and Welfare)

○ 중국의 실버산업시장에 대한 발표가 있었음. 실버산업의 시장질서를 규칙화하

기 위해 시장메커니즘 개선노력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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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 기기 개발에 있어 초기단계에서 보급단계까지 그림으로 설명하였음. 

마케팅, 해외 전개에 대해 어떻게 활성화해 나갈 계획인지?

⧠ 중국측 답변(Zheng Chunmei, National Health Family Planning Commission)

○ 시장질서의 기제에 관한 것은 매 5년마다 노년산업발전계획을 제시하고 있음. 

5년마다 품질 표준 등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있음

○ 시설 총괄계획이 있음. 노인친화적 실버타운, 테마를 가진 실버산업을 만들어 

규범적 표준을 제시하고 있음

○ 설비보조 등의 방법과 관련하여, 2002년 노인산업복리기관에 관한 규범적 건

설 표준이 제시되었음. 노인상품연구개발을 할 경우 설비 등 보조를 받을 수 

있고, 의료관련 제품은 관련 기준을 따르는 등의 제제를 하고 있음

⧠ 한국측 답변(김기향,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시장 활성화를 위해 무엇을 하는지 궁금해 하는 것 같음. 국내에서 현재 노인분

들은 경제적 여력이 있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국가에서 복지적 차원에서 지원

할 방향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가 있는지 정보채널을 만들어 제시, 이동형으로 제품

을 홍보하거나 판매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음

－ 지금까지 해외시장은 박람회 참가, 제품 파악 및 채널을 활용해왔다면, 향

후에는 해외 바이어들에게 제품을 설명할 수 있는 장을 만들고, 고령친화 

기업의 공동브랜드 개발 및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방안 검토하고 있음

⧠ 한국측 질문(김헌주, 보건복지부)

○ 로봇이 할 수 있는 영역에 인력을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 보임. 요양보호

사를 쓰는데 드는 비용과 로봇을 사용하는데 드는 효과, 즉, 대체 비용 효과, 정

치적 반발은 없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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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측 답변(Yuji Higashi, Ministry of Health, Labour and Welfare)

○ 먼저 로봇비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음. 기본적으로 일본은 인력부족이 심각

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의지해서 개호를 하는 부분과 사람이 아니어도 

가능한 부분을 구분하여 효율적으로 해줄 수 있는 것이 중요함

○ 야간개호는 기기 사용으로 효율적으로 해나가는 부문에 있어 비용 효과적 부

문이 있음. 현재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 커버 가능한지, 최대한 이끌어 내는 것

이 과제의 하나임. 현장의 반응은 찬반양론이 있음

－ 반발도 있을 수 있음. 요양의 이념과 맞물려, 기구를 사용한 요양은 차가운 

이미지라는 의견도 있음. 이러한 이념을 고려하되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효율적으로 하려하고, 최대한 지원하고 조금씩 의식 전환을 위해 노력중임

⧠ 한국측 질문(박계성, 보건복지부)

○ 중국은 실버산업, 고령화산업 특성화 대학 교육, 제도 등이 있는지?

○ 일본에서는 로봇, 기기를 사용한 개호가 시설에 한정된 것인지 혹은 일반 재가

에서 가능한지?

⧠ 중국측 답변(Zheng Chunmei, National Health Family Planning Commission)

○ 정부 차원에서 노인교육 정책은, 얼마 전 교육부에서 노년교육발전추진계획을 

제시함. 가까운 시일 내 노인 교육에 대해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구체적 

사례는 아직 없음

○ 각 지역에서는, 지역마다 중등 교육기관에 노인 지원정책을 지원함으로써 교

육사업에 활용하도록 하고 있음

－ 각 성의 대학에서도 참여. 지역사회 내에서도 관련 기관 설립하여 노인대학 

설치. 노인수에 맞춰 조사사업 실시하여 그림반, 독서반 등 노인 여가 관련 

교육도 지원함

－ 예를 들어 (노인이) 몸이 안좋을 경우 관련 교육 실시. 직업 방면 관련 지식, 

관련 학교에서 교육 지원하고 있음. 고품질 교육 등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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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측 답변(Yuji Higashi, Ministry of Health, Labour and Welfare)

○ 요양로봇은 시설은 물론이고, 장벽이 없는 환경정비로 도입하기 쉬웠음. 요양

전문가가 많기 때문에 위험부담 없이 도입 가능하였음

○ 고령자가 고령자를 돌보는 세대가 증가하고 있음. 고령자가 사용할 수 있는 부

문도 고려되어야 했음. 재택에 이미 도입된 부분도 있고, 힘든 노동에 대한 대

체도 고려하였음

⧠ 중국측 질문(He Zhaohuai, National Health Family Planning Commission)

○ 일본과 한국 발전과정에서 어떤 노인집단을 타켓으로 하며, 어떤 제품 개발을 

하고 있는지, 시장에서 환영받을 만한 것이 있는지 알고 싶음

○ 일본의 발표와 관련하여, 로봇제작을 위해 비용이 많이 소요될 텐데 기업이 어

떻게 로봇시장에 들어오는지, 시장에서의 홍보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

고 싶음

－ 중국에서는 장애노인을 어떻게 돌볼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관심 많은데, 이 

부문에서 로봇이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됨. 

－ 한국과 일본은 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국내 시장의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 중국에서 한국, 일본과 접촉하여 수입한다면 어떤 기관과 접촉하는 

것이 좋은지?

⧠ 일본측 답변(Yuji Higashi, Ministry of Health, Labour and Welfare)

○ 개발부문에서 타겟집단은 자립생활이 가능한 경증자와 요양보호사의 돌봄이 

필요한 중증자임. 먼저 경증자에 대해서는 스스로 활동하는 부문에 서포트하

는 것이며, 중증의 경우 요양보호사를 지원하는 기기 위주로 개발 중임

－ 중증자의 경우 치매라는 심각한 문제에서  요양보호사의 돌봄부담 경감에 

중점을 두고 로봇 개발하고 있음

○ 기업지원 부문은 후생노동성이 아닌, 경제산업성에서 실제 기계 개발을 지원

하고 있음. 실제로 요양로봇 5년 계획으로 출발하였으며, 아직 기업측에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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떻게 시장 경영할지는 모름. 전시전은 하고 있으나 수출하는 단계까지는 진행

되지 않았고, 요양현장 투입으로 상황이 평가되어야 할 듯. 기계의 안정성과 

사용성과 등에 대한 구체적 데이터도 필요함  

⧠ 한국측 답변(김기향,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몸이 불편한 어르신을 기본으로 하며, 가장 핵심은 목욕과 이동 지원임. 복지

적 측면에서 장기요양보험에서 커버하고 있으며, 민간시장 참여를 위해 예방

중심의 제품 개발이 필요함

－ 본인이 건강 체크 할 수 있는 용품, 건강한 분들의 건강체크, 여가문화 제품 

등이 개발될 수 있도록 방향을 잡고 있음

○ 중국에서 수입을 원하는 경우, 한국의 관련 대형 유통체계가 없으므로, 구체적 

말씀 드리기 어려움

⧠ 좌장 종합(정경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중국은 규모가 크고, 일본은 앞서가고 있는 상황에서 각국의 상황을 공유한 것

에서 의미가 있음.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함





한중일 고령화 협력각서 개정 및 

현장방문

1. 한중일 고령화 협력각서 개정

2. 한중일 대표단 현장방문

5제 장





1. 한중일 고령화 협력각서 개정

⧠ 2010년에 체결된 고령화 협력교류에 관한 각서(MOC)의 기한이 2015년 4월 30

일자로 만료되어 재개정 필요

○ 기존의 협력각서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되, 중국의 제안으로 5년간 변화된 사회

경제상황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할 수 있도록 일부 문구를 수정함

－ 향후 고령자 보건 및 공공지원서비스와 관련한 국제협력을 지속적으로 실시

⧠ 2015년 12월 17일(목) 한중일 고령화 협력교류에 관한 각서 개정 서명식 진행 

○ 한중일 고령화 협력교류에 관한 각서(영문)

○ 한중일 고령화 협력교류에 관한 각서(국문)

한중일 고령화 협력각서 개정
및 현장방문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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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 한중일 고령화 협력교류에 관한 각서-영문

MEMORANDUM OF COOPERATION ON HEALTHY AGEING

AMONG

THE BUREAU OF POPULATION AND CHILD POLICY,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THE REPUBLIC OF KOREA

AND

HEALTH AND WELFARE BUREAU FOR THE ELDERLY, 

MINISTRY OF HEALTH, LABOUR AND WELFARE, JAPAN

AND

DEPARTMENT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NATIONAL HEALTH AND FAMILY PLANNING COMMISSIO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The Bureau of Population and Child Policy,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of the Republic of Korea, Health and Welfare Bureau for the 

Elderly, Ministry of Health, Labour and Welfare of Japan, and 

Department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National Health and 

Family Planning Commission of People’s Republic of China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Participants")

RECALLING the MOC signed in 2010, and fruitful cooperation 

among three countries for the past five years,

RECOGNIZING that, with three countries’rapid socio-economic 

development, shared challenge of population ageing and geographic 

proximity and cultural similarity, strengthening mutual co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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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area of healthy aging will be beneficial for the Participantsto 

address population ageing, ensure healthy lives for the elderly and 

promote social integration,

CONSIDERING that cooperation among the Participants will 

strengthen friendship and common prosperity in the North-east Asia,

The Participants have reached the common recognition as follows:

 

Paragraph Ⅰ

The Participants will continue intergovernmental communication 

in regard to healthy aging, and will make efforts to sustaina stable 

and sustainable meeting mechanism. The Participants shall meet reg-

ularly on a rotational basis as necessary, and the time of meeting will 

be decided throughconsensus. 

 

Paragraph Ⅱ

The Participantswillstrengthen cooperation on healthy ageing, and 

enhance collaboration and exchange on long-term care service deliv-

ery, the integration of health care with social care, professional 

training for elderly care workers. The Participants will continue to 

promote policy dialogue, regularly organize healthy ageing seminars, 

and encourage information sharing, study tours and pilot coopera-

tion programs among cities.Joint research among experts under this 

Memorandum will also be encourag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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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graph Ⅲ

In order to facilitate productive cooperation, each participant will 

respectively designate a contact unit which is responsible for related 

collaborative activities as follows.

(a) The Republic of Korea: 

The Bureau of Population and Child Policy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b) Japan: 

International Affairs Division

Ministry of Health, Labour and Welfare 

(c) China: 

Department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National Health and Family Planning Commission

Paragraph Ⅳ

Each participantmay recommend a technical agency/institution,to 

carrying outspecific cooperation activities.

Paragraph Ⅴ

Costs arising from cooperative activities under this Memorand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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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ll be borne, within the limits of respective budget, through ami-

cable negotiations among the Participants.

Paragraph Ⅵ

The Cooperation under this Memorandum will commence on the 

date of its signing and will continue for five years. This Memorandum 

may be modifiedthroughwritten consent of the Participants.

Signed in triplicate at Jeju Islandon December 17th, 2015 in the 

English language.

The Bureau of Population and Child Policy

For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of the Republic of Korea

Health and Welfare Bureau for the Elderly

For the Ministry of Health, Labour and Welfare

of Japan 

Department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the National Health and Family Planning Commission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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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 한중일 고령화 협력교류에 관한 각서-국문

대한민국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일본 후생노동성 노인보건복지관,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위생계획생육위원회3) 국제협력부 간

건강한 노년에 관한 협력각서

대한민국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일본 후생노동성 노인 보건복지관, 중화

인민공화국 국가위생계획생육위원회 국제협력부(이하 "당사국"이라 함)는

2010년 서명한 협력각서와 지난 5년간 삼국간의 활발한 협력을 상기하고,

삼국의 급속한 사회∙경제적 발전과 공통된 인구고령화 문제, 지리적 근접성, 

문화적 유사성으로 당사국이 인구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고, 노인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며, 사회통합을 증진하는 데 건강한 노년 부문의 상호협력 강화가 유익할 

것임을 인지하며,

당사국의 협력이 동북아시아의 우호관계와 공동번영을 강화시킬 것을 고려하여

당사국은 다음과 같은 공동의 이해에 도달하였다.

제Ⅰ항

당사국은 건강한 노년과 관련한 정부간 소통을 지속하고, 안정적이고 지속가능

한 회의 메커니즘의 유지를 위해 노력한다. 당사국은 필요한 경우 순환의 원칙하

에 정기적으로 회의를 가지며, 회의 일정은 합의하여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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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Ⅱ항

당사국은 건강한 노년에 관한 협력을 강화하고, 장기요양서비스 전달, 보건의

료와 사회적 돌봄 통합, 노인돌봄인력 전문교육에 대한 협력 및 교류를 증진한다. 

당사국은 지속적으로 정책대화를 증진하고, 건강한 노년 세미나를 정례화하며, 

도시간 정보공유 및 현장 방문 시범협력 프로그램을 장려한다. 아울러 본 협력각

서 하에 전문가간 공동연구를 장려한다.

제Ⅲ항

원활하고 생산적인 협력을 위하여 각 당사국은 관련 협력활동을 담당할 접촉부

서를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가) 대한민국:

보건복지부인구아동정책관

(나) 일본:

후생노동성국제업무과

(다) 중국:

국가위생계획생육위원회국제협력부

제Ⅳ항

각 당사국은 구체적인 협력활동 수행을 위한 전문기관을 추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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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Ⅴ항

본 협력각서 상의 협력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은 당사국간 우호적 협상을 

통해 각국의 예산범위내에서 부담한다.

제Ⅵ항

본 협력각서 상의 협력은 서명당일부터 시작되며, 5년간지속된다. 본 협력각서

는 당사국의 서면동의로 수정될 수 있다.

2015년 12월 17일한국 제주 에서 본 협력각서 3부를 영문으로 작성하여 서명

하였다.

대한민국정부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일본정부 후생노동성 노인보건복지관 

중화인민공화국정부 국가위생계획생육위원회 국제협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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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한중일 고령화 협력교류 개정 서명식 사진

주: 좌로부터 He Zhaohua 부국장(중국 전국위생․가족계획위원회), 김헌주 인구아동정책관(한국 보건복지부), 
Hiroki Hamaya 심의관(일본 후생노동성)

 

주: 좌로부터 He Zhaohua 부국장(중국 전국위생․가족계획위원회), 김헌주 인구아동정책관(한국 보건복지부), 
Hiroki Hamaya 심의관(일본 후생노동성)

3) 본 보고서에서 중국 대표단의 소속기관을 ‘전국위생․가족계획위원회’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협력각
서에서는 국가위생계획생육위원회로 번역하고 있으나 동일 기관임을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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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중일 대표단 현장방문

가.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관

⧠ 일반현황

○ 설립목적 

－ 만 60세이상 어르신들의 종합적인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여가 전

문기관

○ 소재지 : 제주시 노형동 731 (과원북4길 12)

⧠ 시설현황

○ 부지면적 : 부지 1,928㎡(583.2평)

○ 건물면적 : 1,326㎡(492평), 지하1층, 지상4층

○ 개관일자 : 2010년 11월23일

○ 운영법인 : 사회복지법인 제주태고복지재단

⧠ 직원현황

〈표 5-3〉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관 직원현황

계 관장 사무국
장

팀장 사회
복지사

물리
치료사

영양사 관리
기사

조리사 촉탁의
사

계약직

12 1 1 1 3 1 1 1 1 1 1

⧠ 회원현황

〈표 5-4〉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관 회원현황

성별 연령별
계

남 여 60세~65세 66세~70세 71세~75세 76세~80세 81세 이상

156 213 56 112 117 65 19 369

42.3% 57.7% 15.2% 30.4% 31.7% 17.6% 5.1% 100%

⧠ 운영서비스 : 평생교육사업, 복리후생사업, 상담사업, 노인일자리사업, 기능회복

사업, 경로당 지원사업, 혼자 사는 노인 결연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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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관 방문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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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성이시돌 요양원

⧠ 일반개요

○ 설립목적

－ 사회복지사업의 일환으로 가난하고 소외당한 계층의 이웃과 노인들을 모시

기 위함

○ 소재지 :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109번지

○ 연혁

－ 1981.11. 1.   성이시돌 양로원 개원

－ 1984. 2.        성이시돌 양로원 노인복지시설 인가

－ 2003. 6. 30.   노인주거시설 → 노인의료복지시설로 전환

－ 2006.11.        노인복지시설 평가 최상위권 선정

－ 2008. 7.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 시작

－ 2010. 3.16.     노인장기요양기관평가(A등급)

○ 등급별 입소자 현황 : 2015년 11월 현재 85명 입소(남자 11명, 여자 74명)

〈표 5-5〉 성이시돌 요양원 등급별 입소자 현황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기타 계

계 16 22 33 9 - 5 85

○ 직원현황

〈표 5-6〉 성이시돌 요양원 직원현황

계 원장
사무국

장
복지과

장
프로그

램
간호

(조무)사

물리
(작업)
치료사

영양사
요양

보호사
조리원 위생원 사무원 촉탁의

시설
관리

53 1 1 1 1 3 2 1 35 4 1 1 1 1

○ 운영서비스 : 일상생활 서비스, 의료(재활)서비스, 영양서비스, 특별프로그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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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 성이시돌 요양원 방문사진





 

한중일 고령화회담 교류계획 

논의

1. 논의 개요

2. 논의 내용

6제 장





1. 논의 개요

⧠ 일시 : 2015년 12월 17일 오전 11:30

⧠ 장소 : 제주도 켄싱턴호텔

⧠ 참석자 : 한국 대표단(김헌주 인구아동정책관 외 3명), 중국 대표단(He 

Zhaohua 부국장 외 1명), 일본 대표단(Hiroki Hamaya 심의관 외 5명) 

⧠ 안건 : 제6차 한중일 고령화회담 개최계획 논의 

2. 논의 내용

⧠ 개최국 : 순번에 따라 일본에서 개최하는 것에 3개국 모두 동의

⧠ 개최지 : 일본이 개최지로 도쿄를 제안하였으며, 중국․한국 모두 동의

⧠ 개최시기 : 선거․국회(일본․한국), G7․G20 등 국제회의(일본) 등 각 국의 사정으로 

개최시기 합의에 어려움 봉착

○ 개최국인 일본에서 내년 2월중 개최시기(안)을 2~3개 제안하여 실무적으로 조

정하기로 결정

－ 국가별 개최 선호시기 : (일본)8월 하순, (중국)6월, (한국)상반기

한중일 고령화회담 교류계획 논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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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의주제 : ① 치매대책, ② 농촌공동화를 6차 회의 의제로 결정

 중국은 3개의 의제(장기요양보험제도, 노인치매, 의료․요양의 통합) 제안

 한국은 2개의 의제(ICT 기반의 헬스케어, 농촌 공동화) 제안

 일본은 양국의 제안을 듣고 치매대책, 의료․요양의 통합, 농촌공동화, 요양보험을 

의제로 제안

○ 한국이 의료․요양의 통합을 포함한 장기요양보험은 내년 한중일 보건장관회의 

부대행사 등을 보다 심층적으로 논의하는 대신 치매와 농촌공동화를 의제로 

하자고 대안을 제시하였으며, 중국과․일본측 모두 이에 동의



일본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 국세조사. 일본 총무성.

일본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 일본 세대수의 장래추계(전국추계).

일본후생노동성(2013). 요양로봇에 관한 특별 여론 조사(2013.9.12.)

정경희 외(2014). 전국노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중국 민정국. 민정통계연감/민정부 사회서비스통계공보.

중국 민정국. 사회서비스통계공보(2004~2012).

한국보건산업진흥원(2014). 고령친화산업 소비자 수요조사.

________________(2014). 고령친화산업 실태조사 및 산업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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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ts, L. Robert. (2000). Disability Issues, trends and Recommendations for the 

World Bank, World 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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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ston, MA: Kluwer Academic Publis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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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한중일 고령화 협력교류에 관한 각서 서명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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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27

부록 2. 제5차 한중일 고령화회담 안내서

안 내 서

한국 제주

2015년 12월 16~17일

제5차 한중일 고령화 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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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일정 

Ⅱ. 회의 참석 명부

Ⅲ. 현장방문 안내 

Ⅳ. 관련 연락처4)

4) 본 회담 안내서에는 기재되었으나, 본 보고서 상에서는 해당 내용을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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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정 

12월 16일(수요일)                

( * 사회 : 한국 – 박창규 / 보건복지부)

16:00-16:15 환영사 및 참석자 소개        

한국 : 이동욱 / 보건복지부 

16:15-16:45 한중일 대표 기조연설 (각 10분)                 

한국 : 김헌주 / 보건복지부

일본 : Hiroki Hamaya 

/ Ministry of Health, Labour and Welfare 

중국 : He Zhaohua 

/ National Health Family Planning Commission

16:45-17:00 기념촬영

17:00-18:20 고령화 정책 세미나 session 1

<노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각국 사례발표 (각 20분)/ 좌장 : 이윤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일본 : Kuniko Takahashi 

/ Ministry of Health, Labour and Welfare 

중국 : Zheng Chenmei 

/ National Health Family Planning Commission

한국 : 유애정 

/ 국민건강보험공단 정책연구원 

질의 및 토론 (20분)

18:20-20:00 공식만찬(주재 : 김헌주 인구아동정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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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7일(목요일)

( * 사회 : 한국 – 박창규 / 보건복지부)

10:00-11:20 고령화 정책 세미나 session 2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고령친화산업 육성방안>

각국 사례발표 (각 20분)/ 좌장 : 정경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중국 : Zheng Chenmei 

/ National Health Family Planning Commission

한국 : 김기향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일본 : Yuji Higashi 

/ Ministry of Health, Labour and Welfare

질의 및 토론 (20분)

11:20-11:35 3국 MOC 개정 서명식 및 기념촬영

11:35-11:40 회의 정리 및 폐회, 이동  

11:40-12:10 6차 회의 개최 방안 논의 

12:10-15:30 오찬 및 현장 방문

중국/한국: 성이시돌 요양원

일본/한국 :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관

※ 「제5차 한중일 고령화 회담」 통역 관련

  ○ 순차통역 : (12/16) 공식만찬, (12/17) 현장 방문

  ○ 이외는 동시통역으로 진행 (12/17 오찬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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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참석 명부

한국 대표단

Lee, Dong Uk
Assistant Minister for Population Policy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Republic of Korea

Kim, Heon Joo
Director General
Population and Child Policy Bureau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Republic of Korea

Lee, Seu Ran
Director 
Division of Long-term Care Insurance Policy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Republic of Korea

Park, Chang Kyu
Senior Deputy Director 
Division of Population Policy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Republic of Korea

Byon, Lu Na
Deputy Director 
Division of Long-term Care Insurance Policy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Republic of Korea

Park, Gye Sung
Deputy Director 
Division of Long-term Care Insurance Policy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Republic of Korea

Nam, Hoo Hee
Deputy Director
Division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Republic of Korea

Jeon, Mi Jeong
Assistant Director 
Division of Population Policy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Republic of Korea

Hwang, Sang Hyun
Assistant Director 
Division of Long-term Care Insurance Policy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Republic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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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전문가

Kim, Ki Hyang

Manager 

Senior-friendly Industry Support Center 

Korea Health Industry Development Institute

Yoo, Ae Jung

Research Fellow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Health Insurance 

Policy Research Institute

Chung, Kyung Hee
Senior Research Fellow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Lee, Yun Kyung
Research Fellow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Kim, Gyeong Rae
Associate Research Fellow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Kim, Jae Ho
Associate Research Fellow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Hwang, Nam Hui
Associate Research Fellow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Lee, Hwa Jin
Director of Socio-cultural Affairs 

Trilateral Cooperation Secretariat 

Yang, Soo Young
Socio-cultural Affairs Officer

Trilateral Cooperation Secretari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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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대표단

He Zhaohua

Deputy Director General

Department of Family Development, National Health 

Family Planning Commission, China

Zheng Chunmei

Division Director

Department of Family Development, National Health 

Family Planning Commission,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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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대표단

Hiroki Hamaya

Councilor for the Minister (Health and Welfare for 

Elderly and Persons with Disabilities)

Ministry of Health, Labour and Welfare, Japan 

Yuji Higashi

Senior Officer for welfare equipment and house repair 

for development and promotion of nursing-care robot

Division of the Support for the Elderly, Health and 

Welfare Bureau for the Elderly, Ministry of Health, 

Labour and Welfare, Japan 

Koji Sugita

Unit Chief

General Affairs Division, Health and Welfare Bureau 

for the Elderly, Ministry of Health, Labour and 

Welfare, Japan 

Kuniko Takahashi

Senior Officer for Community-based Integrated Care 

System Promotion Division

Health and Welfare Bureau for the Elderly, Ministry 

of Health, Labour and Welfare, Japan

Kikumi Katakura

Deputy Director

International Affairs Division, Minister's Secretariat,  

Ministry of Health, Labour and Welfare, Japan

Yuko Matsui
Second Secretary

Economic Section, Embassy of Japan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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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방문] 성이시돌 요양원

▢ 시설현황

○ 일반개요

- 설립목적 

  사회복지사업의 일환으로 가난하고 소외당한 계층의 이웃과 노인들을 모시기 위함

- 소재지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109번지

- 연혁 

1981.11. 1. 성이시돌 양로원 개원

1984. 2. 성이시돌 양로원 노인복지시설 인가

2003. 6. 30. 노인주거시설 → 노인의료복지시설로 전환

2006.11. 노인복지시설 평가 최상위권 선정

2008.7.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 시작

2010. 3.16. 노인장기요양기관평가(A등급)

▢ 입소자현황(등급별)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기타 계

계 16 22 33 9 - 5 85

(2015. 11. 현재) 남 : 11명, 여 : 74명

▢ 직원현황

계 원장
사무

국장

복지

과장

프로

그램

간호

(조무)

사

물리

(작업)

치료사

영양

사

요양

보호

사

조리

원

위생

원

사무

원

촉탁

의

시설

관리

53 1 1 1 1 3 2 1 35 4 1 1 1 1

▢ 운영서비스

- 일상생활 서비스, 의료(재활)서비스, 영양서비스, 특별프로그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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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제5차 한중일 고령화 정책세미나 사진

주: 좌로 부터 김헌주 인구아동정책관(한국 보건복지부), He Zhaohua 부국장(중국 전국위생․가족계획위원회), 이동
욱 인구정책실장(한국 보건복지부), Hiroki Hamaya 심의관(일본 후생노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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