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 록 Ⅰ: 일본의 경증치매 요양보호 사례

1. 일본의 개호보험제도 개요

일본의 개호보험은 피보험자가 전 국민이 아니라 65세 이상의 노인(제1호 피보

험자)과 40~65세 미만의 건강보험가입자(제2호 피보험자)이다.79) 또한 급여 대상

은 피보험자와 동일하다. 장기요양보호가 필요한 모든 국민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연령계층, 특정질병에 따라 적용대상을 제한하고 있는 선별주의적 특

징을 갖고 있다. 독일이 전국민을 가입대상 피보험자로 하고 전국민에게 수급자 자

격을 주는 보편주의인데 반하여, 우리나라는 가입대상 피보험자는 전국민인데 반하

여 급여 수급자격은 65세 이상의 노인 및 65세 미만의 노인성질병(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병 등)을 가진 자로 제한하여 피보험자와 수급자를 불일치시키는 선별

방식을 채택한 것과 대조된다. 

구분 일본 한국

피보험자
제1호 피보험자: 65세 이상

제2호 피보험자: 40~64세(특정질환보유자)
전국민

급여 대상자 상동
① 65세 이상 노인

②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특성 선별적 성격 선별적 성격

피보험자 - 수급자 일치 불일치

<부록 표 1> 일본의 개호보험과 한국의 장기요양보험 적용대상 비교

자료: 서명은(2009), p. 37.

79) 피보험자를 40세 이상으로 한 이유는, 제도창설 시 개호가 필요한 상태가 될 가능성이 

40세 정도부터 높게 나타나는 점, 40세 이상 자의 부모가 개호를 필요로 하는 상태가 

될 가능성이 높아져 개호비용을 서로 부담하는데 이해를 얻기 쉬울 것이라는 점 때문이

었음(東京都社會福祉協議會(2014), 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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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개호보험 서비스 전달체계는 지방자치단체인 시·정·촌(우리나라의 

시·군·구에 해당)이 보험자이다. 등급판정은 시·정·촌이 먼저 현지조사를 한 

후 의료·복지전문가로 구성된 개호인정심사회에서 환자가 제출한 의사소견서를 

참조하여 최종판정을 한다. 장기요양 등급을 판정받으면 각 지역별로 소재하는 지

역포괄지원센터를 찾아가 상담받으면 포괄지원센터에서 장기요양서비스 이용계획

(케어플랜)을 수립해 주며,80) 케어플랜을 이용하고자 하는 서비스 기관에 제출 후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이용하게 된다.

제도 운영주체: 시·정·촌
(우리나라: 시·군·구)

등급심사

보험자

【비해당】
【要지원 1~2】

非상시개호-일부지원 필요
【要개호 1~5】

거동불능, 치매로 상시개호

【지역지원사업】
 ◆ 개호예방사업
 ∙ 일반고령자시책

  : 예방교실 / 강연회 등

 ∙ 일반고령자시책

  : 운동기능향상/영양개선/
    구강기능 개선 /은둔칩거예방

 

【예방급부】 
 ◆ 재가서비스 
 ∙ 방문요양/ 주간보호 / 
   단기보호 등 13종류

 ◆ 지역밀착형서비스 
 ∙ 치매대응형공동생활개호 

    3종류

【개호급부】 
 ◆ 재가서비스
 ∙ 간호 / 개호 / 입소 등 13종류

 ◆ 시설서비스
 ∙ 개호노인복지시설 / 개호노인

    보건시설 / 개호요양형의료시설

 ◆ 지역밀착형서비스
 ∙ 공동생활개호 등 8종류

<부록 그림 1> 일본 개호보험서비스 전달체계

자료: 東京都(2012), 介護保險制度.

80) 지역포괄지원센터는 주기능이 경증치매자를 위하여 만들어진 제도임. 전국에 중학교 숫

자당 1개꼴로 설치되어 있어 경증치매(요지원 1~2) 등급을 받으면 환자와 가족을 상담

하여 주간 단위로 표준이용계획(케어플랜)을 짜주는 역할을 수행하여 일본의 예방중시형

개호시스템의 중핵을 이루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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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등급은 2005년 개호보험법개정 이전까지는 개호급부를 중시하다가 재정부

담 완화 및 치매노인의 가정 내 생활중시차원에서 예방중시형으로 선회, 등급이 개

편되었다. 종전의 요지원, 요개호 1~5의 6등급체제에서 요지원 1~2, 요개호 1~5의 

7등급 체계로 전환하였다. 2005년 법개정을 통하여 종전의 개호급부 중심에서 예

방급부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선회한 것이다. 경증치매자들은 대부분이 오랫동안 

살아 익숙해 있는 지역에서 생활을 바라는 고령자가 많으므로, 자택거주 중심의 재

가서비스 급여를 하는 것이 환자본인에게도 좋고 정부의 장기요양 재정부담도 완화

할 수 있는 방법이다.81) 실제로, 예방급부체제로 전환한 이후 개호비용 삭감에 기

여했다고 평가되고 있다.82) 

일본

要개호5

要개호4

要개호3

要개호2

要개호1

要지원2

要지원1

등급외자

한국

요양 1등급

요양 2등급

요양 3등급

요양 4등급

요양 5등급 / 등급외 A급

등급외 B급

등급외 C급

정
부
보
호

<부록 그림 2> 치매자보호 요양등급 체계 한·일비교

주: 1) 경증은 일본의 경우 要개호2~要지원1, 한국의 경우 등급외 A급~등급외 C급.
  2) 한국의 등급체계 개편으로 요양 4등급(3등급에서 분화), 5등급이 신설됨(2014. 7. 1).

81) 독일에서는 공적수발보험의 재정감축을 위하여, 가족수발에 대한 보상차원의 현금급여제

도를 시행하고 있음. 즉, 요양보호가족의 노동력에 대해 사회적으로 보상하여 가족의 요

양노력을 강화함으로써 수발보험의 재정을 감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재가급여의 

60~70%가 현금급여를 받고 있음(서명은, 앞의 책, p. 39). 

82) 心光勝典(2012), p.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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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증치매 요양보호 체계

일본 정부 및 지자체들의 경도인지장애 및 경증치매자에 대한 기본방향은 ‘치매

가 되더라도 여태까지 살아왔던 익숙한 지역에서 계속해서 생활할 수 있도록 조기

발견과 조기진단이 필수적’83)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조기발견·조기진단 체제를 

지원하기 위하여 동경도(東京都) 등에서는 경도인지장애 및 경증치매자 단계에서

의 관계자 간 역할분담 대책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관계자 담당 역할

본인/가족
∙ 조기진단의 중요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

∙ 가족에게 치매의심이 생길 경우 주치의에게 상담·진료 촉구

상담기관

∙ 의료기관 진료에 앞서 진료기관, 진료절차 등 상담·조언

∙ 주치의에게 상담·진료 촉구. 주치의가 없는 경우에는 치매

  지원의사 등 활용, 주치의나 지원의사 등과의 연대를 추진

주치의

∙ 내원환자에게 치매의심시 직접진료 또는 타전문기관에 소개

∙ 가족상담인 경우는 생활환경이나 가족대응의 개선에 대한 올바른 이

해와 유의점, 정비포인트를 전달함

전문의료기관
∙ 본인없는 가족상담인 경우 가족에 대하여 우선은 주치의와 상담해 

볼 것을 권고

일반병원
∙ 고령자가 신체질환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라도 항상 치매에 유의해야 함, 
의심이 갈 때는 바로 주치의나 전문의료기관에서의 수진을 촉구

행정

∙ 조기진단의 중요성 및 주치의의 진료촉진이 하는 역할 등을 계몽·계발

∙ 주치의에 진료촉진 역할, 가족상담 시의 대응방법 등 주지 철저

∙ 치매서포트의사 양성연수, 주치의치매대응력 향상연수 수료자 명부

에 대해 관계자 간 공유·활용 도모

∙ 생활기능평가용 기본체크리스트를 개호예방뿐만 아니라 의료기관 

진료에 연계하기 위한 활용전개

<부록 표 2> 경도인지장애 및 경증치매자 단계의 관계자 간 역할분담

 

자료: 東京都認知症對策推進會議 醫療支部會(2009), ｢認知症の人と家族を支えるための醫療支援

体制のあり方｣.

83) 東京都認知症對策推進會議 醫療支部會(2009), p.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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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과 관계기관 및 행정기관 간의 역할분담 및 연계에 의하여 치매가 조기발견·

조기진단되어 치매라 하더라도 오래동안 살아온 지역(자택)에서 계속 살수 있도록 

예방급부인 재가서비스를 중점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개
호
서
비
스

개호
급부
(중증)

∙ 중증개호를 위한 

급부

∙ 대상: 要개호1~5

∙ 자택에서 서비스 이용하는 경우

: 거택개호지원 사업소의 케어 매  

  니저에게 케어플랜 작성을 의뢰

∙ 시설에 입소하는 경우

: 입소한 시설에서 케어 매니저가  

  케어플랜 을 작성

예방
급부
(경증)

∙ 개호예방증상

경감, 악화방지

∙ 대상: 要지원1~2

①지역포괄지원센터가 케어플랜을 

작성

② 이용자의 상태에 따른 목표설정

③ 개호예방 케어플랜을 작성

④서비스를 이용하여 그 효과를 정

기적으로 체크

<부록 그림 3> 일본개호보험의 개호급부와 예방급부 체계

자료: 明治安田生命保險(2012), ｢知っておきたい介護のはなし｣.

중증개호상태인 경우에는 요양보호서비스 이용 케어플랜을 요양시설이나 재가

개호사업소에서 작성하지만, 경증치매의 예방급부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지

역포괄지원센터가 무료로 작성해 주는 케어플랜이 필요하다. 要지원 인정을 받은 

경증치매자는 개호보험에서 설정되어 있는 각종 개호서비스 중에서 어떠한 서비스

를 얼마만큼 받을지를 월단위로 계획, 작성된 케어플랜에 의거하여 서비스를 받게 

된다. 경증치매환자는 지역포괄지원센터가 작성해 준 표준이용계획서(케어플랜)을 

이용하고자 하는 재가시설에 제출하여 재가시설별로 이용계약을 체결한 후 서비스

를 이용하게 된다. 

공적개호보험제도에서 지원하는 지급금액은 요양등급별로 지급한도액이 정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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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급부 서비스
【대상: 경증 要지원1~2】

방문계 재가서비스 방문계 재가서비스 (주·야간보호서비스)

∙ 방문요양 홈헬퍼서비스

 －홈헬퍼가 자택으로 와서 신체개호

    서비스, 생활원조서비스를 함.

∙ 비용: 개호보험 90%지원, 본인10%

∙ 주간 Day Service Center(주간보호센터)
에 송영버스로 가서 식사, 입욕, 일상생

활지원, 기능회복 훈련, 오락, 원예, 음
악, 미술 등 정서서비스를 받은 후 당일 

중에 자택으로 귀가

∙ 비용: 개호보험 90% 지원, 본인10%
∙ 사업소수: 개호예방통소개호사업소 

   32,714개(요지원1~2) 

∙ 방문간호서비스

 －방문간호사가 자택으로 와서 간호

    서비스를 함

∙ 비용: 개호보험 90%지원, 본인10%

<부록 그림 4> 경증치매자 재가보호 서비스 체계

자료: 明治安田生命保險(2012), ｢知っておきたい介護のはなし｣.

임의가산
서비스

∙공적개호보험제도의 지급한도액 초

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는 전

액 자기부담
【부가서비스】

∙ 배식서비스

(예 : 1일 1회 500엔)
∙ 가사대행서비스

(예: 1회 2시간 6,300엔) 

∙ 기타 이미용서비스

이송서비스 등

공적개호보험제도 대상 

외의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는 전액자기부담

é

공적개호
보험제도

지급한도액
內

서비스
※10% 

자기부담

등급
지급한도액

(월액)
자기부담금

(10%)

è

要지원1 49,700엔 4,970엔

要지원2 104,000엔 10,400엔

要개호1 165,800엔 16,580엔

要개호2 194,800엔 19,480엔

要개호3 267,500엔 26,750엔

要개호4 306,000엔 30,600엔

要개호5 358,300엔 35,830엔

<부록 그림 5> 개호보험의 지급한도액/ 임의가산서비스/ 부가서비스

자료: 明治安田生命保險(2012), ｢知っておきたい介護のはなし｣.

지급한도액 중 10%는 본인부담이며 공적개호보험제도의 지급한도액을 초과하여 

요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임의가산서비스)는 전액 자기부담이 된다. 또한 식사배

식, 가사대행, 이·미용, 이송서비스 등의 부가서비스도 전액 본인부담이다. 

경증치매자가 받는 예방급부서비스는 자택 내에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와 재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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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에 나가서 받는 서비스(통소서비스), 복지용구지원서비스, 주택개·보수서비스, 

시설 등에서 생활하면서 받는 서비스로 구분할 수 있다. 

구분 서비스명 내용

재가

서비스

케어플랜 작성 지역포괄지원센터가 서비스이용계획지원

개호예방방문지원
방문개호원(홈헬퍼)이 가정방문하여 각종 일상생

활 서비스지원

개호예방방문입욕 욕조설비 지참 등 가정방문하여 입욕서비스 

개호예방방문간호
간호사가 가정방문하여 요양상 간호수발, 진료보

조 등

개호예방리해빌리

테이션

이학요법사, 작업요법사 등이 가정방문하여 심신

기능의 유지·회복을 위해 자립훈련 실시

개호예방자택요양관리지도 의사, 치의사, 약제사 등에 의한 요양상 관리, 지도

재가

시설

서비스

개호예방통소개호

(Day Service)

당일귀가로 주간보호센터에 가서 식사제공·입욕

등 개호·기능훈련·정서활동 훈련

개호예방인지증대응형

통소개호(Day Service)
당일귀가로 주간보호센터에 가서 일상생활상의 개

호 및 기능훈련을 받음

개호예방통소리해빌리

테이션

당일귀가로 심신기능훈련, 신체상 자립훈련 등을 

받음

개호예방단기입소생활

개호

일시적으로 가정개호가 곤란할 경우 단기간 입소

하여 심신, 기능훈련받음

개호예방단기입소요양

개호

일시적으로 가정개호가 곤란할 경우 단기간 입소

하여 요양수발, 기능훈련

개호예방소규모다기능형

거택개호

당일귀가 원칙이나 필요시 숙박 또는 방문서비스

를 받음

복지

용구

서비스

개호예방복지용구대여
복지용구 중 손잡이, 보행기, 보행보조지팡이 대여 

가능

개호예방복지용구구입비

지급

손잡이좌변기, 특수소변기, 입욕용수기 등 복지

용구 구입 시 90%(9만 엔 한도) 지원

주택

개·보수

개호예방주택개보수비

지급

단차해소, 손잡이 고착, 소규모 주택개보수 시 

90%(18만 엔 한도) 비용지원

시설

생활

서비스

개호예방인지증대응형

공동생활개호

경증고령치매자 5~9인 소인수의 공동생활 그룹홈 

지원

개호예방특정시설입거자

생활개호

개호보험에서 지정한 유료노인홈, 케어하우스 등 

이용시 일상생활 지원

<부록 표 3> 경증치매자(要지원1~2)의 예방급부서비스

자료: 東京都 世田谷区 홈페이지에서 작성(http://www.city.setagaya.lg.jp/kuras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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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증치매 요양보호 현황 및 소요비용

일본은 인구 약 1억 2천 8백만 명에 2011년 기준으로 치매인구가 531만 명에 

달한다. 이 중 경증치매자(요개호2·1 ~ 요지원2·1)는 332만 명이며 경도인지

장애자는 약 400만 명에 달한다. 치매인구는 2025년에 809만 명, 2050년에는 971

만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며,84) 이 중 경증치매자는 2025년에 478만 명, 2050

년에는 547만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 경증치매자들의 요양보호는 재가

서비스이용케어플랜에 의거, 주간보호서비스를 중핵으로 하여 방문요양서비스, 

방문간호서비스, 단기입소서비스, 복지용구대여서비스 등 재가서비스를 혼합적

으로 이용하고 있다. 이 중 중핵인 경증 개호예방통소개호(주간보호서비스센터)

는 2012년 기준 32,714개이어서 1개 사업장 당 평균 100여 명 상당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셈이다. 

<부록 그림 6> 재가개호서비스 네트워크 

주간보호
서비스

기타
재가보호

단기보호
시설

방문간호
서비스

방문개호
(방문요양)

자료: 三菱UFJリサ-チ&コンサルテイング(2012)，p. 209. 

84) 일본인구는 2010년 현재 12,806만 명에서 2048년에 1억 명을 미달할 전망, 2050년에 치매인

구는 971만 명으로 총인구의 9.7%로 전망됨(明治安田生活福祉硏究所 추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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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三菱(미쯔비시)UFJ리서치컨설팅사가 일본 전국의 주간보호센터(통소개호

사업소)를 조사한 바에 따르면, 경증치매자들의 주간보호센터 이용빈도는 주당 평균 

3.4회이며 일주간에 5~6일 이용하는 자의 비율도 8.2%나 되었다. 이용니즈는 치매

환자 본인의 경우 목욕 83%, 친구형성 및 사회성 유지가 73%, 운동 및 기능훈련이 

56%, 식사해결이 34% 순으로 선호하는 반면에, 부양가족의 경우 수발자의 부담경감

이 90%로 압도적이었고, 그 다음으로 목욕이 84%, 운동 및 기능훈련이 45%, 식사해

결이 19%의 순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주간보호센터 제공자들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간도 6시간 이상~9시간 이하가 72%로 가장 많았다. 주간

보호서비스 이용지속 기간은 3년 이하가 64%이고 5년 이상 이용하는 경우도 

17%나 되었다. 또한 주수발자는 배우자가 케어 하는 17% 보다 자녀가 동거하여 

케어 하는 비율이 63%로 높게 나타났다. 

구분 내용

경증치매자(要개호

1+2)의 이용빈도

∙ 주단위 이용빈도 : 평균 3.4회
∙ 주5~6일 이용자 : 8.2%

이용니즈

∙ 치매환자 : ① 목욕, ② 친구형성, ③ 운동, 기능훈련, ④ 식사

∙ 부양가족 : ① 부양자 부담경감, ② 목욕, ③ 운동, 기능훈련, 
④ 친구형성

주간보호서비스 

서비스 제공시간

∙ 4시간 미만 : 11.2%

∙ 4~6시간 미만 : 13.5%

∙ 6~7시간 : 46.3%

∙ 7~9시간 : 25.7%

∙ 9시간 이상 : 3.3%

주간보호서비스 

이용연수
∙ 1년 미만 28.6%, 1~3년 35.2%, 3~5년 19.5%, 5년 이상 16.7%

치매자 가족형태 ∙ 자녀동거 62.7%, 고령부부 16.7%, 독거 16.8%

<부록 표 4> 일본의 주간보호서비스 이용실태

자료: 三菱UFJリサ-チ&コンサルテイング(2012)，p. 36~63의 내용을 요약 재작성.

실제 주간 단위로 보았을 때 재가요양서비스를 어떻게 혼합하여 사용하는지

를 예시하면 다음 그림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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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월 화 수 목 금 토 일

6:00 ~ 9:30

자택

재가

보호

9:30 ~ 10:00 ① 방문요양

10:00 ~ 12:00

④

주간

보호

센터

④

주간

보호

센터

⑦

단기보호

(주말가족

 의 개호

 부담을 

 경감하는

 플랜)

12:00 ~ 13:00 ② 방문요양 ③ 방문간호

13:00 ~ 15:00

15:00 ~ 15:30 ① 방문요양 ① 방문요양

15:30 ~ 16:00

16:00 ~ 18:00

18:00 ~ 18:30 ⑥ 방문요양(평일 야간의 개호부담 경감)

18:30 ~ 20:00

<부록 그림 7> 개호보험서비스 이용사례

공적개호보험제도의 
지급한도액 內 

서비스
(10% 자기부담)

① 방문요양 

   : 20~30분 미만(33회/월)

② 방문요양 

   : 30분 이상 1시간 미만(8회/월)
③ 방문간호(4회/월)
④ 주간보호서비스 : 6시간(9회/월)

1개월당 

자기부담액

 : 26,494엔

임의가산서비스

⑥ 방문요양: 20분미만(21회/월)
1개월당 

자기부담액

 : 50,365엔

⑦ 단기보호서비스 (4회/월)
1개월당 

자기부담액

 : 48,000엔

1개월간 총 자기부담액 124,859엔

자료: 明治安田生命保險(2012), ｢知っておきたい介護のはなし｣.

치매자의 요양수발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 일본 공익재단법인 생명보험

문화센터에서 설문 조사한 바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85) 치매상태에 대비하여 

85) 日本生命保險文化センタ-(http://www.jili.or.jp/lifeplan/lifesecurity/nursing/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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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개호보험에서 지급되는 지원비용을 제외하고 필요자금을 얼마나 준비하면 

안심될까라는 질문에 대해 주택개조 및 개호용품구입 등 초기비용으로서 262만

엔이 소요되고, 이와 별도로 매월 17만 2천 엔이 들어갈 것으로 답변되었다. 要

개호상태가 되었을 경우의 필요자금에 대한 세부 분포를 보면 매월 10만 엔 미

만 정도 소요될 것으로 응답한 비율은 11.7%에 지나지 않으며, 월 30만 엔 이상 

소요 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도 11.3%에 달하고 있다.

5만 엔 
이하

5~10 10~15 15~20 20~25 25~30 30~35
35만 엔 
이상

불명

2.8 8.9 29.1 10.6 20.3 1.5 7.3 4.0 15.6

<부록 표 5> 치매대비 자가준비 필요자금
(단위: 만 엔, %)

주: 1) 월평균 치매대비 자가준비 필요자금은 17만 2천 엔임.
     2) 공적개호보장 지원액은 제외함.

자료: 일본 생명보험문화센터 조사(2012).

또한 장래 치매를 대비하여 몇 년분 정도의 비용을 준비해 두면 될 것인가라는 질

문에 대하여는 평균 14년 분을 준비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10~15년 미만｣분의 기간 

상당액을 준비해 둘 필요가 있다는 응답이 35.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

5년 미만
5~10년

미만
10~15년

미만
15~20년

미만
20~25년

미만
25년 이상 불명

3.0 10.6 35.5 6.3 17.4 8.5 18.7

<부록 표 6> 치매자금 준비 필요기간
(단위: %)

자료: 일본 생명보험문화센터 조사(2012).

일본 공익재단법인 가계경제연구소가 재가개호서비스를 주로 이용하는 전국 470

세대 가구를 대상으로 2011년 10월 한 달 동안 지출한 치매요양비용의 지출내역을 

조사하였다. 이 조사결과를 가지고 일본의 치매요양에 소요된 실제비용을 알아

보기로 하겠다.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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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치매자를 위하여 소요된 비용은 ①개호보험지급한도 기준액 내 비용, ②

개호보험 한도초과이용 전액 본인부담액, ③개호보험외비용 중 개호관련 직접비

용, ④개호보험외비용 중 개호관련 간접비용으로 구분하고 있다. ①의 개호보험

지급한도 기준액 내 비용이란 개호보험에서 90% 부담하는 것 이외에 나머지 10%

를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②개호보험 한도초과이용 전액자기부담액이란 

요양등급별로 정해진 개호보험제도상의 지급한도액을 초과하여 개호서비스를 이

용하는 경우의 비용을 말하며 이 비용은 전액 본인부담이다. ③개호보험외비용 중 

개호관련 직접비용이란, 개호보험제도상으로 지원되지는 않지만 개호와 직접적으

로 관련되는 비용으로 유동식, 개호식, 영양보급, 영양보조식품, 배식서비스, 방수

카바, 요실금매트, 욕창예방품, 입욕용품, 위생용품 등을 말한다. ④개호보험외비

용 중 개호관련 간접비용이란 진찰진료비, 약제비, 투약대, 이미용료, 사회보장비 

등을 말한다. 

등급

개호보험서비스 개호보험서비스 비급여
총비용
(①~④)①지급한도기

준액(10%)
②한도초과
본인부담액

③개호관련 
직접비용

④개호관련 
간접비용

要지원1 2,225 6,659 3,754 15,305 27,943

要지원2 4,212 5,700 4,951 19,411 34,273

要개호1 8,257 17,516 6,793 21,825 54,390

要개호2 13,087 27,066 14,363 22,155 76,671

要개호3 17,127 29,472 12,085 12,968 71,652

要개호4 16,759 35,042 17,660 31,214 100,675

要개호5 24,264 46,317 18,453 17,738 106,772

<부록 표 7> 치매 재가개호에 소요되는 평균비용액
(단위: 엔)

자료: 山田篤裕外(2013), p. 15.

상기 4개 분류별로 소요된 본인부담 재가비용은 <부록 표 7>과 같다. 개호보험서

비스의 이용비용 부담액은 개호보험제도상의 본인부담액 10%와 전액 자기부담

86) 山田篤裕外(2013), pp.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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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을 합하여 전등급 평균 3만 7천 엔이며, 개호보험서비스 이외의 비용인 비급

여액의 평균은 3만 2천 엔이다. 

<부록 그림 8> 개호보험서비스 비용지출

   자료: 家計經濟硏究所 홈페이지(http://www.kaiken.or.jp/jp/index.html).

경증치매자의 치매요양에 소요된 총비용은 평균 약 11만 엔 지출되었고 최경

증치매자(요지원1~요지원2)는 평균 약 6만 엔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

지만 중증으로 갈수록 비용이 커져 최중증인 요개호 5등급의 경우에는 개호보

험부담분을 포함하여 총비용이 1인당 약 33만 엔(개호보험지원액 포함 시 10만 

6천 엔)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록 그림 9> 개호보험서비스 외 비급여 비용지출

    자료: <부록 그림 8>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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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개호보험서비스 개호보험서비스 비급여
총비용
(①~⑤)⑤개호보험

부담(90%)
①지급한도
기준(10%)

②전액
자기부담

③개호관련 
직접비용

④개호관련 
간접비용

要지원1 20,025 2,225 6,659 3,754 15,305 47,968

要지원2 37,908 4,212 5,700 4,951 19,411 72,181

要개호1 74,313 8,257 17,516 6,793 21,825 128,703

要개호2 117,783 13,087 27,066 14,363 22,155 194,454

평균 - - - - - 110,826

<부록 표 8> 경증치매의 재가개호 서비스 월평균 소요비용
(단위: 엔)

자료: <부록 그림 8>과 같음(개호부험부담분(90%)을 추가하여 재작성함).

치매환자 전체의 개호보험서비스와 개호보험서비스 이외의 총비용액은 월평

균 6만 9천 엔이 소요되고 있으나 대체로 이 비용은 후생연금으로 상당부분 충

족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일본 노령자(남녀 공히)의 국민연금의 노령급부 평

균수급 월액은 2012년 기준으로 5만 3천 엔이며, 후생연금의 평균수급 월액은 

15만 2천 엔에 달한다. 따라서 기본적으로는 노후 연금액으로 치매요양비용이 

상당부분 조달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일본생명보험문화센터에서 설문조사

한 바에 따르면 부양가족들의 불안감에 대한 조사에서 치매에 대하여 불안을 느

끼는 요인으로서 23%의 응답자가 공적개호보험만으로는 불충분하다고 느끼고 

있고 또한 16%의 응답자는 경제적 부담을 불안요인으로 응답하고 있다. 

일본가계경제연구소는 실제 가계부에 기록된 지출비용을 가지고 조사하여 본인

부담금 기준으로 월평균 6만 9천 엔의 치매요양자금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지

만 생명보험문화센터의 설문조사에서는 매월 17만 2천 엔이 필요하다고 응답되었

고 심지어 월 30만 엔 이상 소요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도 11.3%나 되었다. 물론, 

실제로 치매요양자금으로 월 30만 엔의 개호자금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러

한 응답의 격차는 장기간에 걸친 치매와의 투병과 개호생활을 위하여 평균액 이상

의 요양자금을 준비해 두어야 장래 치매에 대한 불안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

대치를 반영한 것이라 생각된다.


	부 록 Ⅰ: 일본의 경증치매 요양보호 사례
	1. 일본의 개호보험제도 개요
	2. 경증치매 요양보호 체계
	3. 경증치매 요양보호 현황 및 소요비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