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 시행된 지

금년도로 만 3년이 경과하였다. 그동안 이 제

도를 통해서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한 자가

상당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시 말

하면, 제도가 시행된 2008년도말(실인원기준,

급여서비스간 중복이용 포함)에는 149,656명

에서2010년말에는348,561명으로약2.3배나

증가하였다. 또한, 동 기간에 장기요양인정자

수는 214,480명에서 315,994명으로 약 1.5배

나증가하였다. 이러한수치를통해서보면, 장

기요양인정자수에 비해서 이용자수의 증가속

도가더크게나타나고있다는것은그만큼단

순히장기요양대상자로써인정을받아보겠다

는것에서점차적으로장기요양서비스를다양

하게 이용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을 시사

해주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정자수대비 이용자수

비율을 보면, 약 10%정도의 노인은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이유는 다양한데, 제도적 결함때문일 수도 있

고, 자의적인 미이용일 수도 있을 것이다. 만약

전자일경우에는바람직스럽지못한제도의사

각지대로 지적될 수 있을 것이고, 후자일 경우

에는바람직스럽지못한것으로해석되지는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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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도입된지만3년이경과한시점에서볼때, 서비스이용자수가크게증가하였음에도불구하고부분적으로

서비스의미이용자가상존하고있는실정이다. 이는서비스이용권리가발생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 각종사유로서비스를이용하지않

거나, 못하고있는것으로향후제도개선시고려하여야할사항이다. 이러한관점에서현행제도를검토분석해본결과, 제시할수있는

사각지대에 대한 개선내용으로는, 대상자의 범위를 노인뿐만 아니라 장애인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사회제도로 개선하여야 한다는 점,

65세 미만인 자에 적용되고 있는 노인성질환의 범위를 재조정할 필요가 있겠고, 장기적으로는 장기요양등급의 인정과 비인정이라는

이분법적구분이아닌케어욕구의대응에부합하는형태의서비스제공체계로개선되어야한다는점, 재가중심의장기요양서비스의내

실화가이루어져야한다는점, 노인요양시설규모의적정화를통해서양질의필요한서비스가제대로제공될수있도록개선하여야한

다는점을제시할수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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겠지만, 그러한 자에 대한 보상이 없다고 한다

면, 그것도 제도의 사각지대로 지적될 수도 있

을것이다. 

어떻든 간에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서나타나고있는사각지대에대해검토해보고,

바람직스럽지못한제도의결함이존재하고있

는지를분석하여그개선방안을제시해보고자

한다.

2. 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의
사각지대실태와요인

1) 이론적케어의개념과사회적케어정도

우리나라의장기요양보험제도는장기요양에

필요한비용을보험급여로제공하여부담을경

감시켜주기 위한 사회보험제도이다. 여기에서

장기요양의 개념이나, 범위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데, 이를정리하면, 다음과같다. 

첫째, 장기요양보호가필요한자가누구인가

하는 것으로, 이는 일반적으로 신체적 및 인지

정신적인기능제한을가지고있고, 타인의도움

에의존하여살아가는자로정의할수있다1). 여

기에서 신체적이나 인지정신적인 기능은 일상

생활동작이나 인지기능으로 측정되는 것이 일

반적이다. 둘째, 그러한 신체적 또는 인지정신

적인제한이장기간지속되어야하는조건이있

다2). 다시말하면, 질병이나사고로인한일시적

인기능제한으로타인의도움을필요로하는경

우에는제외한다는것이다. 셋째, 장기요양서비

스에 포함되는 내용으로는 복지서비스뿐만 아

니라 보건의료서비스 및 기타 사회서비스까지

로 포괄적이라는 것이다3). 여기에서 복지서비

스는대인적케어로통용되고있고, 보건의료서

비스는 주로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

료사등과같은의료관련직종에의해제공되는

서비스까지 장기요양보호서비스를 의미하고

있다. 이를통해서보면, 장기요양보호대상자가

신체적이나 인지정신적인 기능의 제한으로 일

상생활에필요한모든서비스를제공하여야하

는것으로볼수있다. 

이와같이장기요양(케어)과관련한개념정의

를보면, 케어가필요한자에대한일반적인개

념정의는 있지만, 어느 정도의 케어를 필요로

하는자가사회적케어욕구가있는것으로보아

야하느냐에대해서는의견이분분하다. 개념적

으로 보면, 케어욕구를 파악하는 지표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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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한가지의항목이라도해당되는경우를케

어가필요한자로보는것인데, 좀더구체적으

로는 일상생활동작(ADL, IADL)을 나타내는 지

표 중에서 어느 한 가지라도 정도의 강약을 불

문하고도움이필요한모든자가케어욕구가있

다고 판단하는 경우이다. 예를 들면, 일상생활

동작중에서타인의도움이가장많이요구되는

항목으로 목욕(샤워)하기가 있는데, 그러한 동

작에대해서만타인의도움을약간필요한경우

에도케어가필요하다고평가하는것이개념적

인케어필요상태를측정하는방법이다.

또한, 일상생활동작의도움필요상태가그원

인을불문하고발생된경우라고하더라도단기

간에회복되어정상적인활동이가능한경우에

도개념적으로는케어가필요한상태로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일상생활동작의 도

움이필요한자에게제공되어야하는서비스에

도개념적으로는보건, 의료, 복지, 주거등모든

사회적및의료적서비스가총망라되어있다는

것이다.

결국, 장기요양보호(케어)가 필요한 자를 대

상으로사회적제도를수립하는경우에는이론

적인개념정의에충실하게기반을두어야하지

만, 언제나 자원의 제약이 존재하기 때문에 가

용자원의 범위내에서 제도를 수립하기 위해서

는 적정선에서 대상자범위나 서비스내용 등이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즉, 사회적으로 용인되

어보호를받아야하는케어대상자를정의하여

야 하는데, 이 때 이론적 측면에서의 설정기준

과사회적보호측면에서의설정기준간에괴리

가발생할것이고, 그러한괴리가장기요양보장

제도에서는사각지대로일컬어질수있을것이

다. 예를 들면, 독일이나 일본에서 장기요양보

험제도를도입할때급여대상자의범위를최소

한 6개월 이상의 기능제한이 지속되어야 한다

는조건을명시하고있는데, 6개월미만의기능

제한자도 장기요양서비스가 필요한 자이기 때

문에 보험제도로부터의 급여대상자에서 제외

하는 것은 이론적 측면에서 볼 때 사각지대에

해당하는셈이된다. 

2) 분야별사각지대의실태와요인

우선적으로 현행 장기요양보험제도로부터

급여서비스를받기위해서는다음과같은절차

를 밟아야 하는데, 이를 간략하게 설명하고, 그

러한 절차 속에서 사각지대로 간주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 정리해보고자 한다. 첫째, 현행 장

기요양보험제도에서는장애인을가입자범위에

서 제외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서비스를 받

기 위해서는 사전적으로 장기요양서비스를 받

을수있을정도의장기요양상태에놓여있는가

를평가, 인정받아야한다는점이다. 이때, 65세

미만인자인경우에는정부가고시한노인성만

성질환이존재하여야한다. 셋째, 장기요양상태

의정도에따라서1~3등급으로되고, 그중에서

도특정조건에해당하지않는한, 시설급여서비

스는 1~2등급자에게만 제공되고 있다는 점이

다. 넷째, 시설급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입

소시설도규모에따라서종사자의배치가다르

게 적용되고 있고, 그에 따라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서비스가발생하고있다는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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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입자범위의 제한으로부터 발생되는 사각

지대

65세미만인자로써법적으로등록된장애인

은신체적및인지정신적장애로인하여타인의

도움을받아야하는필요가있다고하더라도현

행제도에서는 제외되고 있다. 다만, 2011년 10

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에

의해 장기요양보험제도에 의한 서비스와 유사

한급여를받을수는있지만, 기본적으로장애인

활동지원제도에서는 시설급여서비스를 제공하

고 있지 않다. 결국, 장애인으로써 시설에 입소

하여서비스를받고자하는경우에는장애인복

지법에의해운영되고있는생활시설을이용할

수밖에없는데, 현행생활시설의입소는저소득

계층을중심으로이루어지고있다는점이다.

(2) 장기요양인정 신청범위의 제한으로부터 발생

되는사각지대

현행제도는 국민건강보험제도에 가입된 자

는20세이상이면연령제한없이장기요양보험

료를부담하도록하고있는반면에, 보험급여는

65세이상인자, 또는65세미만인자의일부에

게만제공되고있다. 다시말하면, 65세미만인

자중에서정부가고시한21개의노인성질환을

지니고 있는 자에 한하여 인정신청을 할 수 있

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조치는 장애

인을 제외하고는 장기요양보호의 욕구가 거의

대부분이노인층에서발생되고있고, 그러한욕

구의 발생원인은 치매나 뇌졸중 등, 노인성 만

성질환에의해나타나고있다는근거에따른것

이다. 그러나, 그러한노인성질환은비노인층에

서도발생되고있다는점에서이를구제해주기

위한 조치로 보여진다. 사실상, 2011년 12월말

현재, 전체 요양인정 신청자 중에서 65세 미만

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5.3%에 불과하고, 신청

자의 노인성질환 유형을 보면, 치매 등 인지정

신질환자가전체의약70%를차지하고, 뇌질환

자가 나머지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21개노인성질환이아닌악성신생물(암)이나기

타의질환이나사고에의해장기간의도움이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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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현행 장기요양보험제도의주요내용과한계점

구분 내용 한계점

- 건강보험가입자및의료급여수급권자

- 장기요양보험가입자

- 요양1~3등급

- 요양1~2등급자, 또는특정조건의3등급자

- 요양1~3등급자

- 비급여대상으로취급

- 시설규모에따라필요서비스제공에

차이발생

- 법정등록장애인은적용제외

- 65세미만은노인성질환자에한정

- 등외의비인정자는제외

- 일반적인3등급자는제한

- 요양1~3등급자라도장기요양급여통제

- 소규모시설입소자의불이익발생

가입자범위

요양신청범위

요양인정범위

시설서비스수급범위

재가서비스수급범위

요양병원입원자

기타



요한자인경우에는제도권에서제외되고있다

는것이다.

(3) 장기요양인정범위의 제한으로부터 발생되는

사각지대

현행 제도에서는 장기요양서비스를 받기 위

해서는 최소등급인 3등급은 인정받아야 한다.

이는전술한바있는이론적인장기요양상태에

놓여 있다고 해도(즉, 케어욕구가 존재한다고

해도) 3등급을받지못하는경우에는제도권에

서 제외되어 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경도의 장기요양

상태자는 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제외한다는

것이고, 정부에서는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노

인돌봄서비스제도를마련해놓고있다. 그러나,

노인돌봄서비스의내용을보면, 다양한장기요

양급여서비스 중에서 방문요양급여에 해당하

는 서비스만 제공되고, 그나마 저소득계층을

위주로 제공되고 있어서 일반소득자의 대부분

은제외되고있다는것이다. 2011년 12월말현

재, 등급판정결과1~3등급으로인정된자는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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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현행 장기요양보험제도와장애인활동지원제도간서비스내용의차이

구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시설서비스
- 노인요양시설서비스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서비스
(없음)

재가서비스

- 방문요양서비스(신체수발, 가사지원등)

- 방문목욕서비스

- 방문간호서비스

- 주야간보호서비스

- 단기보호서비스

- 복지용구대여서비스

- 활동보조서비스(신체수발, 가사·이동지원등)

- 방문목욕서비스

- 방문간호서비스

- 긴급활동지원서비스(수발자대체지원서비스)

특별현금급여 - 도서벽지등거주요양대상자에한정 (없음)

표 3. 65세 미만자의인정신청시노인성질환의유형(2011년 12월말 현재)

(단위: 명)

구분

계

남

여

총계

32,631

(100.0%)

19,153

13,478

5,669

(17.4%)

3,203

2,466

9,150

(28.0%)

5,862

3,288

7,047

(21.6%)

3,800

3,247

8,083

(24.8%)

4,794

3,289

216

(0.7%)

109

107

255

(0.8%)

130

125

1,878

(5.8%)

1,062

816

306

(0.9%)

182

124

27

(0.1%)

11

16

치매등 알쯔하이머 뇌질환등 파킨슨병 매병, 노망 졸중풍 중풍후유증 진전1 진전2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월보(내부자료)



체판정자수의 67.8%를 차지하고, 등외자는

32.2%를차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등외

자중에서도A등급에해당하는자의비중이가

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론적으로

는 이들 계층에게도 장기요양서비스는 필요하

고, 다만, 그필요량에서는적을수도있다는것

이다. 특히, 이들계층에게는장기요양서비스도

필요하겠지만, 그 보다는 신체적 및 인지적 기

능의 향상을 도모하는 보건복지서비스가 효과

적이고 필요한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적

으로 노인돌봄서비스제도에서는 그렇지 못한

실정이다.

(4) 장기요양서비스이용의 제한으로부터 발생되

는사각지대

현행 제도에서는 장기요양대상자로 인정받

으면, 서비스이용권리가 발생하는데, 이 때 서

비스를이용하지않거나, 못하는경우가발생하

고있다. 자의적인서비스의미이용까지사각지

대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는 없겠지만, 그것이

제도적결함때문에발생하는경우라면문제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자의적인 서비스이용의 의

향이있다고하더라도특정서비스에대한이용

을제한하는것은문제를발생시킬소지가있을

수있다. 

먼저, 전자의서비스미이용에따른사각지대

문제를 살펴보면, <표 5>와 같다. 전체적으로

보면, 장기요양대상자로인정을 받았음에도 불

구하고,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은 병의원 등, 의료기관

을이용하기때문(전체의60.1%)인것으로나타

나고있다. 특히, 그중에서의료적처치의필요

성때문에장기요양시설을이용하지못하는경

우가전체의1/3가량을차지하고있고, 1등급자

의경우에는전체의절반이상을차지하고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요인은 현재의

노인요양시설에서는 의료적 처치욕구가 높은

대상자에대한대응이상당히미흡하기때문으

로판단되고있다. 그이외에자의적판단에따

른서비스미이용도전체의28%를차지하고있

는데, 이들에 대한 어떠한 지원도 현재로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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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장기요양등급판정결과(2011년 12월말 현재)

(단위: 명)

구

분

계

남

여

617,081

167,849

449,232

478,446

(100.0%)

131,141

347,305

324,412

(67.8%)

92,754

231,658

41,326

(8.6%)

12,527

28,799

72,640

(15.2%)

19,965

52,675

210,446

(44.0%)

60,262

150,184

154,034

(32.2%)

38,387

115,647

95,890

(20.0%)

23,699

72,191

42,258

(8.8%)

10,042

32,216

15,886

(3.3%)

4,646

11,240

신청

자수

등급

판정

자수

등급판정결과

인정자

계 1등급 2등급 3등급 계 등급외A 등급외B 등급외C

비인정자(등급외자)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월보(내부자료)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상태이다. 또한, 제도적

결함때문에서비스이용상의불편함이발생하

고있다는것도문제로지적할수있다. 그나마

다행인것은서비스이용에따른비용이부담된

다는의견은상당히미흡하다는것이다.

그리고, 후자의서비스미이용에따른사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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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등급별장기요양서비스미이용자의사유별현황(2011년 12월말 현재)

(단위: 건, %)

구분

전체

요양병원이용(의료적처치불필요, 요양목적등)

요양병원이용(의료적처치필요)

가족등에의한직접요양(가족수발로충분등포함)

병의원입원(의료적처치필요)

개인사정(수급자가원하지않음, 가족간합의불일치)

이용준비중(계약중, 입소대기중, 적당한기관물색중)

장기요양급여외기타서비스이용(개인간병, 등)

경제적부담(본인부담금이비싸서)

기타(장기출타, 연락두절, 자격상실등)

건강상태호전

등급판정, 급여범위에대한불만족(시설이용불가능등)

장기요양기관의급여제공거부(중증질환, 수발부담등)

장기요양기관이용의어려움(이동거리, 교통편등)

합계

41,347

(100.0)

9,642

(23.3)

8,649

(20.9)

8,176

(19.8)

6,578

(15.9)

2,490

(6.0)

1,643

(4.0)

921

(2.2)

877

(2.1)

853

(2.1)

668

(1.6)

533

(1.3)

175

(0.4)

142

(0.3)

7,613

(100.0)

1,850

(24.3)

2,592

(34.0)

751

(9.9)

1,689

(22.2)

185

(2.4)

120

(1.6)

168

(2.2)

66

(0.9)

106

(1.4)

43

(0.6)

12

(0.2)

16

(0.2)

15

(0.2)

9,504

(100.0)

2,692

(28.3)

2,411

(25.4)

1,400

(14.7)

1,639

(17.2)

385

(4.1)

292

(3.1)

173

(1.8)

172

(1.8)

165

(1.7)

92

(1.0)

16

(0.2)

44

(0.5)

23

(0.2)

24,230

(100.0)

5,100

(21.0)

3,646

(15.0)

6,025

(24.9)

3,250

(13.4)

1,920

(7.9)

1,231

(5.1)

580

(2.4)

639

(2.6)

582

(2.4)

533

(2.2)

505

(2.1)

115

(0.5)

104

(0.4)

1등급 2등급 3등급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월보(내부자료)



대문제는정책적제약때문에발생되고있다고

하겠다. 다시말하면, 장기요양서비스는시설서

비스와재가서비스로대별되고있는데, 모든장

기요양대상자가 양대 서비스 중에서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시설서비스에 대

해서는1, 2등급자라는비교적중증상태의요양

대상자에게만 제공하도록 제한하고 있다는 것

이다(단, 특례조건이있음). 대체적으로3등급자

에 해당하는 대상자는 기능상으로 보더라도 1

일중상시적보호가필요한경우라고보기에는

어렵지만, 주거환경, 가족관계 등의 환경적 요

인이외에도 개인적인 성향에 의해 시설서비스

를원하는경우에는원천적으로차단되어있다

는 것이다. 또한, 추가적으로는 시설서비스이

든, 재가서비스이든지 간에 인프라가 충족되지

못한 지역에 거주하는 장기요양대상자는 당연

히 서비스이용의 부족, 또는 누락이 얼마든지

발생할수있다는것이다. 

(5) 시설규모의 제약성으로부터 발생되는 사각

지대

현행 제도에서의 노인요양시설은 입소정원

규모를기준으로구분하고있는데, 이는입소정

원 5~9인 이하 시설은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10인이상은노인요양시설로지칭하고있다. 그

런데, 그러한 정원규모를 기준으로 종사자배치

기준이달리적용되고있으며, 배치되는종사자

의유형에따라서제공되는서비스의내용이달

라질수있다는것이다. 예를들면, 정원30인미

만의 규모시설에서는 재활이나 기능훈련과 관

련된서비스제공은거의불가능한것으로보여

지고있고, 영양사에의한영양관리서비스도제

대로제공되지못하고있는것으로보여지고있

다. 다시 말하면, 동일한 서비스비용을 부담하

고, 동일한등급을받았다고하더라도입소시설

의규모에따라서필요한서비스를제대로받지

못한다고하는경우도일종의사각지대의범주

에포함될수있다는것이다.

3. 정책대안및결론

전술한 사각지대에 대한 검토내용을 바탕으

로 향후 추진하여야 할 정책방향 및 대안을 정

리하면다음과같다. 

첫째, 향후장기요양제도는대상자의범위를

노인뿐만 아니라 장애인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사회제도로개선하여야할것이다. 이는노인장

기요양보험법과장애인활동지원법간의통합이

라기보다는 서비스의 상호연계·교환적 차원

에서검토해보아야할것이다. 

둘째, 장기요양인정등급이 케어욕구의 크기

에 따라서 구분되고 있는 것은 일견 타당할 것

으로보이나, 케어욕구의내용에대응하지못하

고있는등급구분은문제로남아있게마련이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65세미만인자에적용되

고 있는 노인성질환의 범위(예를 들면, 악성신

생물)를재조정할필요가있겠고, 장기적으로는

장기요양등급의 인정과 비인정이라는 이분법

적구분이아닌케어욕구의대응에부합하는형

태의 서비스제공체계로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지역보건

복지서비스, 장기요양서비스, 기타사회적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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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제도간 원활한 연계체계의 구축이 선결되어

야할것이다. 

셋째, 장기요양서비스의 내실화가 이루어져

야할것이다. 장기요양등급에따라서서비스를

차별화하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필요불

가결한대상자에대한보완대책을세워두어야

할 것이다. 즉, 시설서비스가 특정등급자를 대

상으로제한한다고한다면, 그에해당되지않는

자의 시설입소욕구를 재가에서 충분하게 대처

할수있도록서비스의질이나제공체계를개선

시켜야할것이다. 특히, 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의 대처불가능으로 인한 건강보험제도의 이용

은발생해서는안될것이기때문에, 단기적으로

장기요양인정자가 부득이하게 의료기관을 이

용할수밖에없는데에따른장기요양보험급여

의 미수급은 노인요양시설의 의료적 서비스환

경의강화나특정요양시설중심의보험급여인

정 등을 마련하여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추가

적으로 자의적인 서비스 미이용자에 지원대책

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인데, 이는 현금급여의

지급방식과도 관련있기 때문에 면밀한 분석이

요구되고있다. 

넷째, 노인요양시설규모의 적정화를 통해서

양질의필요한서비스가제대로제공될수있도

록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소규

모형태의 시설을 최소한 50인의 중규모시설이

상으로 적정화시켜야 하고, 영리추구위주의 시

설공급을지양하는대안마련이필요하다. 

결론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검

토해볼수있는사각지대의현상은사회보험제

도, 또는장기요양보장제도에대한기본철학에

대한 이해부족에 의해 발생될 수도 있고, 제도

적결함에의해발생될수도있다는것이다. 후

자에 의한 경우라면, 수정보완을 통해서 개선

시켜나가야 하겠지만, 전자에 의한 경우라면,

제도운영자체를 재검토해보아야 할 것으로 보

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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