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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고령사회의 사회복지정책
*1)

노인수발보험의 쟁  분석

최혜지

(서울여자 학교 인간개발학부 교수, 사회사업)

본 연구는 노인수발보험의 쟁  분석을 통해 고령사회 사회복지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노인수발보험의 쟁  분석을 해, 노인수발보험의 쟁 을 제도 구

조에 한 쟁 , 제도 운 에 한 쟁 , 제도 환경에 한 쟁 으로 구분하여 논의하

다. 쟁  분석을 한 틀은 노인수발보험의 기본 원칙을 용하 다. 노인수발보험

의 기본 원칙은 사회복지정책과 서비스의 원칙을 검토하여 도출했으며, 보편성, 지속

성, 형평성, 근 용이성, 세  통합성으로 제시되었다. 제시된 기본 원칙에 근거하여 

노인수발보험의 각 쟁 을 분석하 으며, 끝으로 노인수발보험의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 다. 정책  방향성으로 과거의 선별 , 소극 , 단기 , 고립  근을 극복

한 보편 , 극 , 장기 , 그리고 연  근이 제시되었다. 구체 으로 용 상

자 확 를 통한 보편성 확보, 리 운  주체의 문성과 지역 착성 증진, 재정의 

국가 책임 증진, 국가와 민간의 력을 통한 제도 환경 조성을 논의하 다.

주요 용어: 노인복지정책, 노인수발보험, 장기요양 보장, 고령사회, 인구 변동

1. 서론

사회복지정책은 사회의 집단 ·구조  복지 욕구에 한 제도  반응이

다. 사회의 유기체  속성은 사회복지정책의 끊임없는 변화를 요구한다. 이

에 따라 인간 사회는 사회복지정책의 지속 인 진화를 목격해 왔다. 최근 

* 본 연구는 서울여자 학교 바롬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해 이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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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는 새로운 구조  복지 욕구의 출 으로 인한  한 번의 사회복

지 정책  체질 개선에 직면해 있다. 과거 우리 사회의 사회복지의 정책  

변화 추이가 진 , 수동  양상에 머물 수 있었던 반면 지  우리 사회에 

요구되는 사회복지의 정책  변화는 개  수 의 것이다. 그 개  사회

복지정책 변화의 심에 인구 고령화가 있다.

인구 고령화는 향후 사회문제의 진앙으로 주목된다(차흥 , 2004). 인구 

고령화의 향은 사회의 특정 역에 국한되기보다 사회의 각 역과  

체계수 에 걸쳐 범 하게 경험되고 있다. 인구 고령화의 향이 갖는 

(全位的) 특성에 따라 고령사회의 정책  안 역시 다원 으로 모색

되고 있다. 고령사회의 정책  안은 고령 인력의 활성화, 고령자 고용

진, 국민연  개 , 의료보건 서비스의 통합화, 장기요양제도 구축을 심

으로 개되고 있다. 이들 안은 결국 고령자의 실업, 빈곤, 질병이라는 

구사회  험에 한 제도  노력으로 이해할 수 있다. 실업, 질병, 빈곤

의 구사회  험은 사회복지정책이 통 으로 개입해 온 문제이다. 따라

서 고령 인력의 활성화, 고령자 고용 진, 국민 연  개 , 의료보건 서비

스의 통합화에 한 논의들은 기존 정책의 연속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다. 

반면 장기요양제도는 새로운 사회  험을 정책의 상으로 다루고 있

다. 장기요양제도는 정신 ·신체  기능 제한과 가족 보살핌 기제의 약화

라는 새로운 사회  험에 한 책을 강구한다. 따라서 구사회  험에 

한 정책  안들과 비교해 상 으로 정책  논의의 역사가 짧다. 역사

성의 제한은 장기요양제도에 한 논의의 필요성과 의의를 강조한다. 고령

사회에서 장기요양제도가 갖게 될 요성에 따라 장기요양제도에 한 논

의의 필요성이 강조된다. 우리 사회에 새롭게 이식되는 정책이라는 에서 

장기요양제도를 심으로 한 고령사회의 정책  논의에 한 연구는 그 의

미가 더욱 강조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의의에 근거하여 본 연구는 장기요양보장제도의 한국  해법

으로 제시된 노인수발보험을 분석의 상으로 하여 쟁 을 심으로 논의

해 보고자 한다. 이를 해, 노인수발보험의 도입 배경과 노인수발보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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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2010 2020 2030 2040 2050

총인구

0～14

15～64

65 이상

47,008,111

21.1

71.7

 7.2

49,219,537

16.3

72.8

10.9

49,956,093

12.6

71.7

15.7

49,329,456

11.2

64.7

24.1

46,743,259

10.1

57.9

32.0

42,347,690

 9.0

53.7

37.3

출처: 통계청(2001), 장래인구추계.

<표 1> 인구 고령화 추이

(단 : 명, %)

부안을 살펴보았다. 이어 노인수발보험의 쟁 을 제도 구조에 한 쟁 , 

제도 운 에 한 쟁 , 제도 환경에 한 쟁 으로 구분하여 논의하 다. 

노인수발보험의 쟁 을 분석하기 해 노인수발보험 제도가 지향해야 할 

정책  기본 원리를 도출하 으며, 이를 분석의 틀로 하여 노인수발보험의 

쟁 을 분석하 다. 끝으로 노인수발보험의 정책  방향성을 간략히 제시

하 다.

2. 노인수발보험의 이해

1) 인구 고령화와 노인수발보험

(1) 노인수발보험의 등장 배경

노인수발보험은 인구 고령화를 배경으로 한다. 우리 사회의 인구 고령화 

추이는 <표 1>과 <그림 1>에 제시된 바와 같다. 노인인구의 증가와 출

산율의 감소로 노인 인구비율이 2000년 7.2%에서 2030년 24.1%, 그리고 

2050년 37.3%로 속히 증가할 것으로 망되는 반면 유소년 인구와 청장

년 인구의 비율은 지속 으로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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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2010 2020 2030 2040 2050

65～74

75～84

85 이상

2,303

 918

 173

3,306

1,610

386

4,474

2,393

 801

6,957

3,395

1,251

7,269

5,338

1,925

6,529

5,655

3,096

출처: 통계청(2001), 장래인구추계.

<표 2> 노인 연령별 인구 변화

(단 : 천 명)

<그림 1> 연령 집단별 인구 증가 추이

노인인구의 증가는 타인의 수발을 필요로 하는 의존성 노인의 증가를 

의미한다. <표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85세 이상 고령 노인의 인구 증

가율이 85세 미만 노인의 인구 증가율보다 높게 나타난다. 2000년에서 

2050년 사이 65세에서 74세 사이의 노인인구는 약 3배 증가한 반면 85세 

이상의 고령 노인은 동기간 동안 약 18배 증가할 것으로 망된다. 연

령이 높을수록 기능성 장애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에서 고령 노인인

구의 속한 증가는 곧 의존성 노인인구의 속한 증가로 연계될 것으로 

측된다.

증가하는 만성 유병률 한 의존  노인인구의 증가에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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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 2004

체

남성

여성

86.7

77.4

92.2

90.9

84.4

95.0

출처: 보건사회연구원(2004), 국노인생활실태조사.

<표 3> 만성질환 유병률

(단 : %)

1985 1990 1995 2000

체 의료비

(증가율)

노인의료비

(증가율)

노인의료비 구성비(%)

583,278

 27,515

4.7

2,219,773

(3.8배)

 239,173

(8.7배)

8.2

5,977,453

(10배)

 728,137

(26배)

12.2

11,873,436

(20배)

 2,089,640

(76배)

17.6

출처: 최성재 외(2004: 420).

<표 4> 노인 의료비 증가

(단 : 백만 원)

1998년 하나 이상의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은 체 노인인구의 86.7%

를 차지했던 반면 2004년에는 90.9%로 증가했다. 의존성 노인의 증가는 

남성 노인에게서 두드러져 1998년 77.4% 던 남성 노인의 만성질환 유병

율은 2004년 84.4%로 증가하 다.

노인인구의 증가와 의존  노인인구의 증가로 최근 20년 사이 노인 의

료비가 크게 증가하 다. 우리나라 체 인구의 총 의료비가 1985년 

5,832억 7,800만 원에서 2000년 11조 8,734억 3,600만 원으로 약 20배 

증가한 반면, 노인 의료비는 동기간 동안 275억 1,500만 원에서 2조 896

억 4,000만 원으로 76배 증가하 다. 노인 의료비 증가의 가장 큰 원인은 

가족으로부터 한 보살핌을 제공받기 어려운 노인들의 사회  입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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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 2000

노인단독 가구

노인부부 가구

2세  동거

3세  이상 동거

기타

13.3

23.3

23.0

39.7

 0.8

16.2

28.7

23.9

30.8

 0.4

출처: 통계청, 각 해당년도.

<표 5> 노인인구의 세  구성 황

(단 : %)

2005 2004 2003 2001 2000 

여성 취업률 50.1 49.8 48.9 49.2 48.6

출처: 통계청, 각 해당년도.

<표 6> 여성 취업률 변화 추이

(단 : %)

것으로 주목되고 있다(최성재 외, 2004). 노인 의료비 증가를 억제하기 

한 안으로 한 수발 제공을 통한 사회  입원 통제의 필요성이 부각

되었다. 

살펴본 바와 같이 고령 인구를 심으로 한 노인인구의 증가와 노인 

만성 유병률의 증가로 보살핌을 필요로 하는 의존성 노인인구가 크게 증가

하 으며 이에 따라 노인수발에 한 사회  욕구 한 크게 확 되었다. 

그러나 핵가족화와 여성의 경제활동으로 인한 유휴 노동력의 감소로 가족

의 노인수발 기능은 오히려 약화되었다. 1995년 36.6%에서 2000년 44.7%

로 증가된 노인 단독가구와 노인 부부가구의 구성비는 가족으로부터 

한 수발을 받기 어려운 노인인구의 증가를 보여 다. 

그러나 여성의 취업률은 2000년 48.6%에서 2003년 48.9% 그리고 

2005년 50.1%로 꾸 히 증가하 으며 특히 기혼 여성들의 취업률 증가가 

두드러져 노인수발에 한 가족 기능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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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구 고령화 사회에 노인수발보험이 갖는 의미

살펴본 바와 같이 노인수발보험은 인구 고령화와 가족 돌  기능의 약화

라는 우리 사회의 구조  특성에 의해 탄생하 다. 속한 인구 고령화는 

노인인구의 상  구성 비율뿐만 아니라  수의 증가를 가져왔다. 노인

이 갖는 신체·심리·사회  특성에 따라 노인인구의 증가는 의존 인구의 증

가를 의미한다. 노화가 모든 생물에게 일어나는 자연 인 상인 만큼 노인 

역시 노화에 따른 신체·심리·사회  기능 쇠퇴를 경험하게 된다. 따라서 노

인은 일상생활을 하기 해 손상된 기능을 리할 지원체계를 필요로 

하게 된다. 노인에게 일상생활의 지원은 선택이 아닌 기본  욕구로서 

 요성을 갖는다. 화와 산업화로 인한 핵가족화가 확 되기 이 , 

노인에 한 일상생활의 지원은 가족원에 의해 수행되었으며, 이는 노인에 

한 가족의 후이자 가족원의 도덕  의무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원자화된 가족은 노인이 필요로 하는 한 보호를 제공할 

기능을 상실하 으며, 노인수발에 한 가족의 도덕  의무감은 산업사회

의 교환 논리에 려 가족의 부담감으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인구 고령

화에 따른 노인인구의 증가로 노인 돌 에 한 수요는 크게 증가한 반면 

가족구조와 가치의 변화로 노인에게 한 수발을 제공할 가족의 공 력

은 크게 약화되었다. 노인 돌 에 한 수요와 공 의 간극이 확 되면서 

가족을 리하여 노인에게 수발을 제공할 지원체계에 한 필요성이 공유

되었으며 이에 따라 노인수발보험이 제도화되었다. 노인수발보험의 제도화

는 통 으로 가족에 의해 수행되어 온 노인수발의 기능을 사회가 일부 

보조하거나 지원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노인수발보험의 제도화는 인구 

고령화로 인한 노인수발 욕구의 보편화에 따라 노인 ‘보살핌’을 사회재로 

규정하고 ‘ 한 보살핌에 한 권리’를 노인의 사회권  기본권으로 인

정하는 사회  변화로 이해할 수 있다.



94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2007년 상반기(통권 11호)

2) 노인수발보험법 정부안

(2) 제도의 구조

노인수발보험은 사회보험방식을 통해 재원을 조달하도록 설계되었다. 노

인수발보험을 한 재원은 노인수발보험료, 국가부담, 본인 일부부담 의 

세 출처를 통해 마련된다. 노인수발보험료는 건강보험료액에 노인수발보험

료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노인수발보험료와 건강보험료는 통합하여 징수하

나 각각 독립회계로 리된다. 국가는 산의 범  안에서 노인수발사업비

용의 일부를 부담토록 규정하고 있다. 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수

권자의 수발 여비용  일부와 리운 비 액을 분담하도록 되어 있

다. 노인수발보험법은 수발비용의 20%를 이용자가 부담하되, 국민기 생

활보장법에 의한 수 자는 본인 일부부담 이 면제되며 의료 여수 자와 

소득자는 본인 일부부담 을 경감 받을 수 있다. 노인수발보험의 가입자

는 국민건강보험법의 가입자와 동일한  국민이며 수발보험료를 납부의 

의무를 갖는다. 그러나 노인수발보험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수발인정 신청 

상자는 65세 이상의 노인이나 노인성 질병을 가진 40세 이상 64세 이하

의 자로 제한되어 있다.

(2) 제도의 운

노인수발보험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노인수발사업의 리운 기 으

로 정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가입자·피부양자·의료 여 수 권자

의 자격 리, 보험료의 부과·징수, 신청인에 한 조사와 수발등  정 등

의 업무를 장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공단 내에 노인수발사업 수행을 

한 별도의 조직을 두어야 하며, 노인수발사업에 하여는 독립회계를 설

치·운 토록 규정하고 있다. 

수발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수발인정 신청서에 의사 소견서를 첨부하

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해당 직원이 

수발인정 신청인의 심신상태, 필요한 수발 여의 종류와 내용 등을 조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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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내용 운 기

재가수발 여

가정수발

목욕수발

간호수발

주·야간보호수발

단기보호수발

수발기

수발기

방문간호기

주·야간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

시설수발 여 시설입소수발 노인의료복지시설

특별 여

가족수발비

특례수발비

요양병원수발비

출처: 보건복지부(2006: 8).

<표 7> 수발 여의 종류

게 한다. 조사가 완료된 후, 조사결과서, 수발인정신청인의 신청서, 의사소

견서와 기타 자료를 수발등 정 원회의 심의에 상정해야 한다. 의사, 간

호사, 는 그 밖의 의료인, 사회복지사, 공단 추천자, 지방자치단체장의 추

천자로 구성된 수발등 정 원회는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타인의 도움 

없이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 자로 결정하고 심

신 상태와 수발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수발등 을 정한다. 국민건강보험

공단은 수 자가 월 한도액 범  안에서 수발 여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

도록 표 수발이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수발인정서와 함께 수 자에게 보내

야 한다. 수발 여는 수발등 , 수발 여의 종류를 고려하여 산정된 월 한

도액의 범  내에서 제공된다.

(3) 여의 종류

수발 여의 종류에는 재가수발 여, 시설수발 여, 그리고 특별 여

가 있다. 재가수발 여에는 수 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과 가사활

동을 지원하는 가정수발,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로 수 자를 방문하여 목욕

을 시켜주는 목욕수발, 수 자의 가정을 찾아가 요양상의 간호, 진료의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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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는 상담을 제공하는 간호수발, 하루의 일정 시간동안 수발기 에서 

수 자를 보호하는 주·야간보호수발, 일정기간 동안 수발기 에서 보호하

고 기본 인 수발 여를 제공하는 단기수발보호 등이 있다. 시설수발 여

는 노인 문병원을 제외한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수 자를 입소시켜 신체활

동 지원과 기능회복훈련 등을 제공하는 여이다. 특별 여는 가족수

발비, 특례수발비, 요양병원수발비로 이루어져 있다.

3. 노인수발보험의 쟁

노인수발보험 제도의 쟁 은 제도의 각 역마다 다양하게 나타난다. 노

인수발보험에 한 다양한 쟁 을 제도 구조와 련된 쟁 , 제도 운 과 

련된 쟁 , 그리고 제도의 환경과 련된 쟁 으로 분류하여 살펴보았다. 

1) 제도 구조와 련된 쟁

(1) 용 상자

노인수발보험의 용 상자에 한 논의는 첫째, 노인집단 외에 유사 

욕구를 지닌 타 인구집단의 포함 여부와 둘째, 노인집단 내의 수발인정 범

의 문제로 수렴된다. 

① 집단 간 배제의 문제

노인집단 외의 타 인구집단 배제의 문제는 결국 노인수발보험의 장애인 

배제의 문제로 귀결된다. 독일의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장애인을 포함하고 

있는 것과 달리 노인수발보험 정부안은 노인과 노인성 질환을 가진 40세 

이상만을 제도 용의 상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용 상의 배

타성 문제는 장애인 단체를 심으로 제도 수립의 기부터 쟁 화되어 왔

다. 2000년 재 우리나라의 장애인 인구는 145만 명으로 3.1%의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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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률을 보인다(보건사회연구원, 2001). 이들 장애인은 수발서비스에 한 

높은 욕구를 보인다. 재가 장애인의 경우, 수발서비스 제공을 받을 수 있는 

장애인 시설 확충을 최우선 욕구로 인식하는 장애인이 9.6%, 가사지원 서

비스를 최우선 욕구로 인식하는 장애인이 3.2%로, 수발 련 욕구를 최우

선 욕구로 인식하는 장애인이 약 12.8%에 달해 재가 장애인의 높은 수발욕

구를 짐작  한다(윤상용, 2002). 수발서비스 제공에 한 장애인 단체의 요

구는 우리 사회가 인구 고령화로 인한 노인수발의 문제를 경험하기 이 부

터 제기되어 왔던 문제이며, 노인수발보험에서 제외된 장애인을 한 수발

서비스가 구체 으로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는 에서 계속될 것으로 측

된다. 

② 집단 내 배제의 문제

노인수발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는 수발인정등 의 제한성은 노인집

단 내 배제의 문제를 낳고 있다. 노인수발보험에 한 정부 계획에 의하면, 

제도 실행의 첫 해인 2008년 수발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수발인정 등

은 1등 과 2등 으로 제한된다. 수발서비스 제공 상을 증 노인인 

1등 과 2등 으로 제한할 경우, 2008년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1.7%에 해

당하는 8만 5,000명의 노인만이 수발보험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2010년 수발인정등 을 3등 까지 확 할 경우, 수발서비스 상자는 

체 노인인구의 3.3%에 해당하는 16만 7,000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이

규식, 2005). 국노인생활실태조사(보건사회연구원, 2004)의 결과에 의하면, 

일상생활수행 능력에 제한이 있는 기능성 장애노인은 체 노인인구의 

8.2%에 해당한다. 한 노인수발보험 1차 시범 사업 거주지 노인의 8.1%

가 수발서비스 욕구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보건사회연구원, 2005), 

수발보험의 상자 추정치와 수발지원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노인인구 간

에 큰 차이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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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의료 여 합계

2008

2009

2010

2011

2012

 76

 79

149

155

161

 9

 9

17

18

18

 85

 88

167

172

179

<표 8> 노인수발보험 상 인구 추계

(단 : 천 명)

(2) 재정부담방식

① 국고 부담률

노인수발보험 재정과 련해 국고지원률과 본인 부담률에 한 논의가 

확 되고 있다. 건강보험 여가 단기  성격을 갖는 반면 수발서비스는 지

속 이고 만성 인 특성이 강해 수발보험 재정 부담의 지속  증가가 측

된다(김진수, 2005). 제도 도입의 기에 수발보험료는 직장 가입자의 경우 

4,460원의 50%, 지역 가입자의 경우 2,106원으로, 보험료 부담은 높지 않

을 것으로 상되나 수 자 증가와 함께 보험료의 상향조정은 불가피할 것

으로 보인다(보건복지부, 2006a). 수발보험 재정에 한 국가의 기여는 수발

보험법에 명시되어 있으나 산의 범  안에서 비용의 일부를 부담토록 모

호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는 수발보험제도에 한 국가의 의지에 따라 국가

의 재정  기여가 임의 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수발보험료 재정 

기여에 한 국가의 태도가 미온 일 경우, 수발보험료 증가에 따른 재정  

부담이 보험료 납부자와 지방자치단체에 편 될 가능성이 높다.

② 본인 부담률

노인수발보험은 서비스 이용자의 본인 부담률을 일반노인의 경우 서비

스 이용액의 20%, 차상  계층 노인의 경우 서비스 이용액의 10%로 정하

고 있다. 20%의 본인 부담률은 노인수발보험의 제도 내 사각지 를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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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가능성이 높다(이규식, 2005). 수발욕구의 특성상 수발서비스를 받기 시

작한 노인은 사망 까지 지속 이고 장기 으로 수발서비스를 이용하게 

된다. 이는 수발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 부담률이 장기  지출로 이어져 

가계에 부담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경제  자원이 제한 인 

소득 노인을 심으로 본인 부담률로 인한 재정 부담으로 노인수발 서비스

의 이용 기피 상이 발생할 수 있다. 본인 부담률이 제도 남용의 도덕  

해이를 견제하려는 제도  장치이나 월 이용 한도액 제도를 병행하고 있는 

만큼 제도 남용 방지의 정  효과보다 서비스 이용 기피에 따른 사각 지

 확 의 부정  기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비 된다. 반면 건강보험

의 본인 부담률보다 노인수발보험의 본인 부담률이 유의미하게 낮게 책정

될 경우, 의료  서비스 욕구를 수발서비스로 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노인수발보험의 본인 부담률을 건강보험의 본인 부담률과 동일하게 유지해

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2) 제도 운  련 쟁

(1) 리 운 의 주체

리 운  주체에 한 쟁 은 노인수발보험 리 운 의 주체로 건강보

험 리공단이 합한가 는 지방자치단체가 합한가의 문제이다. 건강보

험 리공단은 건강보험료 부과, 징수, 지  업무를 수행해 온 만큼 보험

리 운 에 한 행정 수행 능력이 견고하다. 노인수발보험료를 건강보험료

에 일  부과·징수하도록 설계되었다는 에서 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부

과·징수에 한 행정력은 주요한 장 이다. 그러나 앙 행정기 으로서 

앙집권  성격이 강한 건강보험공단이 노인수발보험의 지역  욕구를 얼

마나 민감하고 효과 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에 해 회의 인 시각이 지배

이다(정재욱, 2006).

노인수발보험은 지역 착형 서비스를 필요로 한다는 이유에서 노인요

양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다수의 국가들은 지방자치단체를 리 운 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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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로 하고 있다. 덴마크,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국, 이탈리아, 스페인 

등 부분의 유럽 국가와 일본은 노인요양제도를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운

하고 있다. 그러나 노인요양제도의 리 운 자를 지방자치단체로 두고 

있는 유럽 국가들은 노인요양보장제도가 보험방식이 아닌 조세방식에 의해 

운 되고 있어 사회보험 운 에 요구되는 행정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사회보험 방식을 취하는 일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건강보험의 리 운

자로 보험운  경험과 행정력을 갖추고 있다는 에서 한국  상황과 차

이를 보인다(김찬우, 2004).

(2) 방문조사, 등  정, 요양 계획 작성 업무 

등 정을 한 방문조사와 욕구조사, 방문조사 결과에 근거한 최종 요

양등  정, 그리고 욕구조사에 기반을 둔 표 수발이용계획서 작성이 모

두 건강보험 리공단에 의해 수행되고 있다. 노인수발보험 2차 시범사업의 

체계 내에서, 구체  서비스 이용계획은 건강보험공단이 작성한 표 수발

이용계획서에 근거하여 서비스 공 자가 수립한다(국민건강보험공단, 2006). 

보험재정기 과 요양등 정기 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일원화한 것

은 재정의 책무성과 안정성을 기할 수 있다는 에서 정 이다. 그러나 

보험재정기 이 재정의 안정성을 고려하여 요양서비스 인정 상자의 규모

를 제한하기 해 요양등 정을 상자에게 불리하게 내릴 수 있다는 

실  문제가 존재한다.

3) 제도 환경 련 쟁

(1) 시설 인 라

노인수발보험과 련된 시설 인 라 문제는 공  인 라 부족, 시설 유

형 간 불균형, 지역 간 불균형으로 정리될 수 있다. 노인수발보험의 용 

상을 증 노인으로 한정한 경우 2008년 입소시설은 1만 5,000명, 재가 

시설은 4,000명의 공 량 부족이 측된다(보건복지부, 2006a). 재가 시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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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우리나라의 국 평균 재가보호율1)은 0.76%로 OECD 평균 3.2%와 

비교해 상 으로 매우 낮게 나타난다(김찬우, 미간행). 가정 사원 견 시

설이 없는 지방자치단체가 72개, 주간보호시설이 없는 지방자치단체가 101

개, 단기보호시설이 없는 지방자치단체가 174개, 이상의 재가보호시설을 

단 하나도 보유하지 못한 지방자치단체가 50개로, 시설 공  부족의 문제

는 재가시설을 심으로 더욱 심각하게 나타난다(보건복지부, 2006b). 정부

는 노인수발시설의 70%, 재가시설의 30%만을 공  인 라를 통해 공 할 

계획이다. 서비스 공 의 부족은 민간의 참여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이다.

정부의 인 라 확충 계획은 시설 유형 간 불균형을 심화할 것으로 우려

된다. 재가서비스 시설을 심으로 살펴보면, 기존 시설은 가정 사원 견 

시설이 80%, 주간보호시설이 15.7%, 그리고 단기보호시설이 3.8%를 차지

해 주간보호시설과 단기보호시설의 확충이 요구된다. 그러나 정부는 신규 

시설의 76.3%를 가정 사원 견 시설, 17%를 주간보호시설, 6.7%를 단

기보호시설로 확충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어 주간보호시설과 단기보호시설

의 공 량 부족이 개선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가정 견 사원 시설

이 재가시설의 45%, 주간보호시설이 36%, 단기보호시설이 10%를 차지하

는 일본의 재가시설 분포와 비교할 경우, 재가시설이 가정 사원 견 시설

에 집 해 있는 우리나라 재가시설의 시설 유형 간 불균형은 더욱 명확해 

진다(김찬우, 미간행).

노인수발시설의 지역 간 불균형은 지역 간 재가시설 분포를 통해 명확히 

나타난다. 지역 간 재가보호율을 비교해 보면 재가보호율이 최고인 지역은 

2.0%로 재가보호율이 최 인 지역의 0.4%와 5배의 차이를 보인다. 노인수

발보험 정부안은 수발시설 확충을 지방정부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어 지방

자치단체의 재정 상태에 따라 수발인 라 구축의 지역 차가 심화될 것으로 

측된다. 특히 시설 신축과 시설 운 비 지원에 한 재정  부담으로 재

1) 재가 서비스 이용 노인의 수 / 체 노인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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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를 심으로 수발시설의 확충을 기피하는 문

제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4. 사회복지정책 원칙에 비추어 본 쟁  평가

1) 노인수발보험 쟁  분석의 틀

노인수발보험의 정책  안 모색을 해 노인수발보험이 지향해야 할 

정책  방향성 는 정책  기본 원칙의 수립이 우선되어야 한다. 노인수발보

험의 정책  기본원칙은 노인수발보험법 정부안에 제시된 노인수발보험의 

기본 이념과 사회복지정책 는 서비스의 기본 원칙을 근거로 정립하 다. 

우선 노인수발보험법 정부안은 노인수발 여의 기본 원칙으로 여의 

성, 재가 우선성, 의료서비스와의 통합성을 강조한다. 그러나 수발보험

법에서 제시한 원칙은 여의 원칙만을 제시하고 있다는 에서 제한 이

다. 석재은(2004)은 보편주의, 재가보호, 병원이용 최소화, 비용의 합리성, 

시설구분 철폐의 원칙을 제시하 으나 이 역시 요양시설의 기능 재정립을 

한 원칙이라는 한계를 갖는다. 최성재와 남기민(1995)은 일반 인 사회복

지정책의 기본원리로 문성, 성, 포 성, 지속성, 통합성, 평등성, 책임

성, 근 용이성을 제시했다(재인용 윤 숙, 2003). 성규탁(1992)은 사회복지

서비스 로그램의 원칙으로 서비스 근가능성, 지속성, 합성, 포 성, 

통합성, 공평성, 비용 성을 제시했다(재인용 윤 숙, 2003).

여러 학자들이 공통 으로 제시하는 사회복지정책에 한 기본 원칙과 

연구자의 견해에 근거하여 본 연구는 노인수발보험의 기본 원칙으로 상

자의 보편성, 보호의 지속성, 형평성, 책임성, 근 용이성, 세  통합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상자의 보편성은 특정 계층만을 제도의 상으로 제한

하지 않고 국민 모두를 용 상으로 해야 한다는 원칙이다(윤 숙, 2003). 

즉, 제도의 용이 제도와 련된 욕구를 지니고 있는 모든 국민을 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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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해야 함을 의미한다. 보호의 지속성은 노인에게 서비스가 단 없이 계

속 으로 제공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수발기 의 변경, 새로운 욕구의 출

, 는 기타의 이유에도 불구하고 서비스는 공백 없이 지속 으로 이루어

져야 한다는 원칙이다. 형평성은 기여와 여 간에 일정한 정의 상 계가 

존재해야 함을 의미한다. 기여도가 상 으로 높은 사람일수록 많은 여

를 제공받을 가능성도 증가해야 한다. 책임성은 노인수발보험이 사회로부

터 임받는 역할을 책임지고 수행해야 함을 의미한다. 노인수발보험은 노

인에 한 책임성에 따라 노인들의 수발 련 욕구에 하고 민감하게 반

응할 수 있어야 한다. 근 용이성은 노인이 수발 련 서비스를 제공 받는 

과정이 어느 정도 편안하게 이루어졌는가와 계된다. 노인은 필요로 하는 

수발서비스에 물리  는 심리  장애 없이 근할 수 있어야 한다. 세  

통합성이란 제도가 세  간의 긴장을 완화하고 세  간의 력을 유도할 

수 있어야 함을 뜻한다. 이상의 기본 원칙을 분석의 틀로 하여 앞서 논의된 

노인수발보험의 쟁 을 분석하 다. 

2) 쟁  분석

(1) 제도 구조 련 쟁

① 용 상자

노인수발보험은 제도 용의 상자를 증 노인으로 한정함으로써 상

자의 보편성, 형평성, 세  통합성의 기본 원칙을 배한다. 노인수발보험은 

우리 사회의 진  화가 낳은 ‘가족 돌 의 기’ 는 ‘돌  주체로써

의 가족 부재’라는 신사회  험에 한 제도  응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노인수발보험은 ‘보살핌’을 사회재로 규정하

고 ‘ 한 보살핌에 한 권리’를 사회권  기본권으로 제한다. 따라서 

노인수발보험의 여는 사회권  기본권으로써 한 보살핌에 한 욕구

가 있는 모든 국민에게 욕구의 원인과 계없이 보편 으로 보장되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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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노인수발보험은 보살핌에 한 욕구가 노령으로 인해 발생한 

경우만을 제한 으로 인정하고 있다. 즉, 노인수발보험은 노화, 장애, 질병 

등 욕구의 원인에 따라 사회권  기본권의 수  상자를 선별하고 제한함

으로써 상자 보편성의 원리를 배한다. 노인수발보험의 상자 선별성은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이 조세를 통해, 독일이 사회보험을 통해  국민

에게 보살핌에 한 권리를 보장하는 것과 큰 차이를 보인다.

상자 제한의 문제는 형평성의 원칙과도 상충된다. 노인수발보험의 보

험료는 건강보험의 모든 가입자가 납부하는 반면 제도의 혜택은 증 노인

에게 제한된다. 기여자와 수혜자가 불일치함으로써, 질병으로 인한 기능 장

애를 경험하는 비노인과 장애인은 보험료를 납부하고도 서비스 상에서 

제외되는 비형평  결과를 낳는다. 이는 노인과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국민

이 보험에 기여하고  보험의 혜택을 받는 독일이나 노인개호보험2)의 수

혜자인 노인 자신이 개호보험료를 납부하는 일본 모두 보험기여자와 여

자가 일치하여 형평성 논란의 여지가 없다는 과 조를 보인다.

노인수발보험의 기여자와 수혜자 불일치의 문제는 세  통합의 문제와

도 연계된다. 노인수발보험의 기여자는 건강보험의 기여자와 동일하기 때

문에 노인수발보험의 주기여자는 비노인 세 이다. 반면 제도의 수혜자는 

주로 노인 세 이다. 따라서 노인수발보험의 기여자와 수혜자의 불일치는 

비노인 세 의 노인 세 에 한 부양 부담으로 인식되어 세  갈등의 결

과를 래할 수 있다. 

② 재정 부담 방식

노인수발보험 재정에 한 국고지원율의 임의성과 높은 본인 부담률은 

책임성의 원칙, 지속성의 원칙을 배한다. 노인수발보험료를 통한 재원 마

련의 한계와 인구 고령화의 확 로 노인수발보험의 재정 안정성은 제도 도

입의 주요 문제로 논의되어 왔다. 이와 같이 재정 안정성이 담보되지 못한 

2) 우리나라의 노인수발보험에 해당하는 일본 노인요양보험의 공식 명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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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에서 보험 재정에 한 국고지원률을 명시하지 않은 것은 노인수발보

험제도가 국가 책임성의 원칙에 충실하지 못하다는 것으로 분석된다. 높은 

본인 부담률은 수발서비스의 보호 지속성의 원칙과 상충한다. 의존성 증가

로 수발서비스에 한 욕구를 갖게 된 노인은 수발보험을 통해 한 서

비스를 제공받음으로써 보호의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높은 본인 

부담률은 수발서비스 이용의 재정  장애물로 작용하여 노인이 한 서

비스를 받지 못하고 보호가 단되는 상황을 래할 수 있다. 일본의 경우 

본인 부담률을 10%로 낮게 책정하여 경제  부담으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기피를 최소화하고 있다는 은 참고할 만하다.

(2) 제도 운  련 쟁

노인수발보험의 리 운 의 주체가 건강보험 리공단인 경우, 기 운

의 효과성과 효율성 확보 그리고 재정 리의 차원에서 노인수발보험의 책

임성 원칙이 수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노인의 욕구에 히 

응할 수 있어야 하는 상자에 한 책임성 원칙의 수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수발보험의 리운 의 주체일 경우, 

기 운 의 효과성과 효율성 확보 면에서의 책임성 원칙은 지켜지기 어려

운 반면 상자에 한 책임성 원칙은 수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방문·욕구조사, 등 정, 요양계획 작성업무를 건강보험 리공단이 수

행하면 상자에 한 책임성의 원칙, 근 용이성의 원칙과 상충할 것으로 

분석된다. 건강보험 리공단은 계속 으로 변화하는 노인의 서비스 욕구와 

등 상태를 신속하게 악하기 어려워 노인들에게 서비스의 근 용이성을 

보장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지역사회 자원과 특성의 

이해에 기 한 요양계획 작성이 불가능해 노인의 욕구에 한 책임감 있는 

서비스 제공을 기 하기 어려울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지방자치단체가 방

문·욕구조사, 등 정, 요양계획 작성업무를 담당할 경우 방문조사와 등

정의 신속한 처리로 서비스의 근 용이성이 증가하고, 지역사회 자원을 

히 활용한 요양계획 작성으로 상자에 한 책임성 한 증가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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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분석된다. 우리나라는 방문·욕구조사 등 정을 모두 건강보험 리공

단에 일임함으로써, 일본을 비롯한 부분의 유럽 국가가 요양보장제도의 

운 을 지방자치단체에 임하여 서비스의 지역 착성을 증진함으로써 노

인에 한 책임성과 근 용이성을 확보한 사례와 차이를 보인다.

(3) 제도 환경 련 쟁

노인수발시설의 공  인 라 부족은 책임성의 원칙과 상충한다. 민간 공

자의 양  팽창은 이윤추구로 인한 서비스의 질  하를 래하여 책임

성 있는 서비스 제공의 원칙을 배할 수 있다. 수발시설의 유형별 불균형

은 보호의 지속성 원칙을 해한다. 재가시설이 가정 사원 견 시설에 

편 됨으로써 주간보호와 단기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이 한 서비스를 

제공 받지 못하는 서비스 단 을 경험할 수 있다. 노인수발시설 인 라의 

지역 간 불균형은 형평성의 원칙과 상충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으

로 노인수발시설 인 라가 부족한 지역의 노인은 시설 인 라가 풍부한 지

역의 노인에 비해 상 으로 서비스의 선택과 이용에 제한을 받게 된다. 

지역의 인 라 구축 정도에 따라 노인이 이용할 수 있는 수발서비스의 양

과 질에 유의한 차이를 래하여 형성평의 원칙을 해할 수 있다. 수발시

설의 유형별 불균형과 지역별 불균형은 노인이 근 한 곳에서 한 서비

스를 이용하는 것을 보장하지 못함으로써 서비스 근 용이성의 원칙도 

해한다.

5. 노인수발보험의 정책  안 

인구 고령화에 한 성공  처는 우리 사회 발 의 필요조건이다. 고

령사회에 비한 사회복지정책은 과거의 선별 , 소극 , 단기 , 고립  

근을 지양하고 보편 , 극 , 장기 , 그리고 주변 정책  세  간의 

연  근을 추구해야 한다. 인구 고령화는 복합  욕구를 지닌 노인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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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증가를 의미한다. 사회복지정책의 상인 국민의 다수가 다원 이고 복

합 인 욕구를 지닌 노인인구로 체된 만큼 특정 욕구를 지닌 상만을 

제한 으로 고려해 온 과거의 선별주의  근은 인구 고령화사회의 문제 

해결에 많은 한계를 가질 것으로 견된다. 특히 우리나라는 국가 경쟁력이 

상 으로 제한된 상태에서 충분한 비기를 갖지 못한 채 고령사회에 진

입하고 있다. 따라서 과거의 문제해결 심의 소극 , 단기  근에서 벗

어나 사회 반의 역량증진에 을 둔 극 이고 장기 인 근이 요구

된다. 개별 이고 편화된 정책의 양  생산에 주력해 온 과거의 고립  

근을 지양하고 보다 이고 장기 인 총합  비  속에 단  정책들

을 치시키는 통합 ·연  근이 추구되어야 한다.

끝으로 노인수발보험의 쟁  분석을 토 로, 노인수발보험의 정책  방

향성을 좀 더 구체 으로 제안한다. 우선 노인수발보험의 용 상자를 

확 하여 보편  제도로 환해야 한다. 노인수발보험의 용 상자를 질

병, 장애, 노화 등으로 인해 기능  장애를 경험하는 모든 국민으로 확 하

여 수발의 욕구에 보편 으로 처해야 한다. 보편  욕구를 선별 으로 

근하는 오류를 범하거나, 제도에서 배제된 상자를 한 유사 후속제도

가 난립하여 서비스의 단편성과 복성의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 

용의 상자를 확 해야 한다. 상자 확 로 인한 재정 안정성 등의 문제

는 상자의 단계  확  방안 등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노인수발보험의 재정과 서비스 제공의 국가 책임을 강조해야 한다. 지방 

분권화의 추세를 빌어 노인수발의 책임을 지방자치단체에 과도하게 지우는 

것을 지양하고 노인수발에 한 국가의 책임을 극 으로 이행하기 해 

국고 지원을 명기해야 한다. 한 노인의 수발서비스 이용을 보장하기 해 

본인 부담률을 하향 조정해야 한다. 

노인수발보험 리·운  주체의 문성과 지역 착성을 증진해야 한다. 

하나의 안으로 건강보험공단과 지방자치단체의 기능 분리를 제한 공동 

운  체제를 고려해 볼 수 있다. 건강보험 리공단의 기능은 보험료의 부

과·징수·지불로 제한하고 지역성이 강조되는 리·운  업무는 지방자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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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가 담당하는 문 이고 지역 착 인 리·운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끝으로 노인수발을 한 제도  환경 조성에 국가가 극 으로 개입해

야 한다. 노인수발서비스 공 에 한 공공과 민간의 역할이 히 조화될 

수 있도록 국가는 공  인 라 확충의 책임을 다하고, 효과 인 유인책을 

통해 민간의 참여를 극 으로 이끌어내야 한다.

(2006.11.03. 수; 2006.12.01.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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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2

한국 민주주의의 기, 원인 진단과 돌 구 모색

민주화 과정에서 민간권력의 형성과 역할∙정 화

1단계 민주화의 종결∙박상훈

민주정부 이후 경제과정에 한 반성과 

새로운 경제정책 략의 모색∙고 원

민주화 이후 한국 이익정치의 방향: 시민참여책임정치∙정상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