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고령화와 장수화의 급속한 진행과 함께 만성질환, 치매1) 등 유병률 증가로 인해 노

인장기요양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고령화율2)이 2017년 

8월에 14%(726만 명)를 초과하면서 고령사회로 진입하였고,3) 기대여명 증가4)로 장수

화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노인인구의 증가와 이들의 장수화는 치매 및 만성

질환자의 증가로 이어져 요양과 같은 노인 돌봄서비스5)에 대한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주거형태와 부양의식의 변화도 노인 돌봄서비스 수요를 결정짓는 주요한 요인

으로 작용하고 있다.

노인 관련 주거형태의 변화를 보면, 최근 10년 동안 자녀와 동거가구는 감소하고 단

독 또는 부부 노인가구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통계청 2018b). 2017년 자녀동

거가구는 23.7%로 2008년에 비해 3.9%p 감소한 반면, 노인단독가구는 23.6%, 노인부

부가구는 48.4%로 2008년에 비해 각각 3.9%p, 1.31%p 증가하였다. 거동이 불편한 노

인의 희망 거주형태는 ‘재가서비스를 받으면서 현재 집에 계속 머물고 싶다’(57.6%)가 

1) 보건복지부 중앙치매센터가 발표한 2016년 전국 치매역학조사에서 60세 이상 치매 발병
률은 2018년 7.15%에서 2040년 10.51%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2) 65세 이상 인구 수(노인)가 증가하는 현상(노인인구비율(고령화율)=65세 이상 인구 수/전체 
인구 수)

3)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4) 우리나라 기대수명(0세 기준 기대여명)은 1970년 61.9세에서 2014년 82.4세로 44년 동안 

20.5세(연평균 0.47세)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통계청 2018a; 통계청 홈페이지)

5) 여기서 돌봄서비스는 요양을 포함한 일반적 생활서비스까지 포괄하는 의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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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시설 입소를 희망’(31.9%)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간병이 필요할 경우 자신의 

주거지와 지역에 머물면서 요양 받고자 함을 시사하고 있다.6)

부양의식의 변화를 보면, ‘스스로 해결’하거나 ‘가족과 더불어 국가와 사회’가 국민

의 노후를 책임져야 한다는 인식이 강해지고 있다(통계청 2018b). 2018년 기준으로 부

모부양을 ‘가족’이 해야 한다는 응답은 26.7%(2008년에 비해 14%p 낮음)인 반면, ‘가

족과 더불어 정부·사회’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응답은 48.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편, 장수화로 인해 노노케어 증가 등 노인을 간병하는 주체도 노인, 즉 자녀가 고

령자인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이는 노노케어 가구에 대한 국가나 사회의 지원이 필요

하고, 향후 이런 상황을 대비하여 퇴직 전에 충분한 요양비를 마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함을 시사한다.

이에 정부는 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이하, ‘요양보험’이라 함)7)을 도입하는 

등 노인건강관리 정책을 강화하였다. 그러나 현재의 고령화 및 장수화 속도에 충분히 

대응한 良質의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본 연구의 목적은 ① 장기요양서비스 관련 보험의 현황을 

살펴보고, ② 보험산업의 장기요양서비스(요양사업) 참여 가능성을 검토하고, ③ 요양

서비스 수요에 대한 재원 마련을 위해 간병보험의 역할을 검토하는 데 있다. 특히 장기

요양서비스는 간병보험 등 재원 마련 측면에서 보험과 밀접히 관련된다는 점에서 보

험산업의 동 서비스에 참여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다.8) 다만, 보험산업의 요양사업 참

여와 관련하여서는 직접적이고 단기적 수익 창출 측면보다는 보험산업의 이미지 제고

를 통한 파생적 수익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파생적 수익이란 요양서비스 수행에 따

른 기업이미지 제고를 통해 간병보험 등 관련 보험판매 증가에 따른 수익창출로 정의

할 수 있다. 요양사업은 복지사업을 기본으로 하므로 수익 창출과는 거리가 있기 때문

이다.

6) 이러한 현상은 일본, 독일의 경우도 유사한 것으로 이해되나, 자녀의 의향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음(삼성생명 은퇴연구소 2017)

7) 여기서는 공보험은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사보험은 ‘간병보험’으로 정의함

8) 고령층 대상 보험시장 현황은 강성호 외(2015)를 참조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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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행연구 및 차별성

장기요양서비스 및 공･사 장기요양보험과 관련하여 선행연구는 다양하게 수행되어 

왔으며,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유형으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공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과 장기요양서비스와의 관련성을 주로 다룬 연구들

이다. 한국소비자원(2011)은 우리나라의 요양시설에 초점을 두고 문제점을 검토한 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선우덕 외(2014)는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선진

화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황도경 외(2016)는 요양서비스와 의료와의 관계를 통해 

노인 의료와 요양서비스의 수요를 분석하고 공급체계의 다양화를 모색하여 의료 및 요

양서비스의 통합적 연계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고 있다. 김민경 외(2017)

는 독일, 일본, 영국 등 주요 선진국의 장기요양제도의 특징을 살펴보고 이들 국가의 

개혁동향 검토를 통해 우리나라의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박

은자 외(2017)는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질 관리 상태를 살펴보고 良質의 서비스 제공

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호용 외(2018)는 장기요양기관 경영상태 분석 

및 시설장에 대한 인식조사를 통해 수익성 분석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의 특징은 요양서비스 공급의 양극화9) 등 서비스의 문제점을 공

공부문의 영역에서 개선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10) 즉, 장기요양서비스의 재원 마

련으로 공보험인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역할을 강조함으로써 사보험의 역할은 간과되

고 있는 측면이 있다.

둘째, 고령화에 따른 사보험(간병보험)의 역할 강화의 필요성을 주로 다룬 연구들이

다. 관련 선행연구로, 오영수(2008a)는 공적 장기요양보험의 도입에 대응하여 민영 장

기간병보험 운영 방안에 대해 검토하였으며, 오승연 외(2016a)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에 따른 보험산업의 대응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김석영(2018)은 경증치매보험 

확대에 따라 보험회사가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박선영

9)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良質의 서비스는 공급이 한정되어 있어, 수급불균형에 있고 영세기
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질적 측면에서 문제시 되는 지적이 많음

10) 한국소비자원(2011); 홍성대･홍필기･김철주(2007);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산업진흥원(2018); 

Cuellar, A. E. and J. M. Wiener(2000)외 다수의 연구들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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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은 간병보험의 재원으로 주택연금을 활용할 필요성에 대해 주장하였으며, 박복

희 외(2018)는 간병보험의 가입요인으로 질병보험, 상해보험 등 다른 보험상품의 보유

여부가 중요함을 실증분석하였다. 김석영 외(2013)는 질병장애 및 장기요양인구 증가

에 따라 간병보험이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의 특징은 장기요양서비스 및 공보험과의 관계보다 민영 간병보험의 

독립적 발전 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있어, 공･사적 협력에 대한 모색이 고려되고 있지 

못하다는 한계가 있다.

셋째, 선행연구들 중에는 공･사 보험과의 관계 및 민영화 등을 검토한 연구들이 있

다. 관련 선행연구로, 오승연 외(2016b)는 독일의 장기요양보험 제도를 소개하고 우리

나라 공보험과 사보험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김석영(2013)은 공적 장기요양

보험 도입 및 확대에 따른 간병보험의 대응 전략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였

다. 홍성대 외(2007)는 영국, 독일, 미국의 공적 장기요양서비스의 민영화 추세를 검토

하고 민영화에 따른 문제점(예: 서비스 질관리, 수익성 추구로 인한 다양한 서비스 부

재 등)을 축소하는 대안으로 사회적 기업화를 제한하고 있다. 오영수(2008a)는 보험산

업에서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제공 사업에 참여할 필요성이 있음을 제안하고 있다.

동 선행연구들의 특징 및 한계로는, 장기요양서비스 재원 마련으로 공보험과 사보

험과의 관계를 고려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으나, 보험산업에서 요양사업에의 직접적 참

여에 대해서는 검토가 없거나 있다고 하더라도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 이전의 내용

(오영수 2008b)이어서 추가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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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선행연구 주요 내용

공보험

한국소비자원(2011) 노인 요양시설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황도경 외(2016)

노인 의료와 요양서비스의 수요를 분석하고 공급체계의 다양
화를 모색함으로써 공급의 통합적 연계 체계를 구축할 필요
가 있음을 제안

선우덕 외(2014) 노인장기요양보험 선진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김민경 외(2017)
주요국(독일, 일본, 영국 등)의 장기요양제도 현황과 개혁동향
에 대해 정리

박은자 외(2017) 요양병원, 요양시설의 질 관리 현황과 개선방안

이호용 외(2018) 장기요양기관 경영상태 분석 및 시설장에 대한 인식조사

사보험

오영수(2008a) 장기요양보험의 도입에 대응한 장기간병보험 운영 방안

오승연 외(2016a)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 통과에 따른 보험산업에서의 
대응 과제를 제시

김석영(2018) 경증치매보험 확대에 따른 리스크 관리의 필요성 제시

박선영(2014) 간병보험의 재원과 관련하여 주택연금 연계를 언급

박복희 외(2018) 간병보험 가입요인에 대한 실증분석

김석영 외(2013)
질병장애 및 장기요양인구 증가에 따른 간병보험 활성화 
가능성 언급

공･사 
보험 
관계 

/민영화 
등

오승연 외(2016b) 독일의 장기요양보험 제도 소개 및 시사점 제시

김석영(2013)
공적 장기요양보험 도입 및 확대에 따른 간병보험의 대응 
전략 마련의 필요성 제시

홍성대 외(2007) 공적 장기요양보호체계의 민영화 추세와 과제

오영수(2008b) 보험산업에서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진출 필요성을 제안

<표 Ⅰ-1> 국내 선행연구 정리

이러한 장기요양서비스 및 관련 보험에 대한 해외 선행연구들도 매우 다양하게 있

는 것으로 보인다. 

해외 선행연구의 주요 연구결과도 큰 맥락에서 보면 고령화에 따른 요양수요자가 

증가하고 이에 따른 요양서비스 및 요양보험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증대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요양보험과 관련하여서는 공적 요양보험의 재정문제로 인해 재원을 보

험료에 국한하거나(독일), 사보험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확대하는 정책(독일, 일본, 미

국, 영국 등)으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일본의 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해 류성경(2012), 류재광(2018)은 일본의 보험회사들이 

간병보험과 요양서비스 사업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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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 독일의 사례로, Besche, Vieweg(2017)는 독일의 간병보험에 대해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는 점에서 참조할 만하다.

구분 선행연구

일본

류성경(2012), 일본 생명보험회사의 민영 장기간병보험 운영 사례에 관한 연구

류재광(2018), 일본 개호 비즈니스의 동향과 시사점, 시니어케어 서비스 활성화와 
공･사 협력, KIRI 심포지엄

KEMPOREN(2017), Health Insurance, Long-Term Care Insurance and Health 

Insuraqnce Societies in Japan

다구치 켄타(2018), 일본 개호 사업의 수익성 확보 방안, 시니어케어 서비스 활성화
와 공･사 협력, KIRI 심포지엄

후루이치 신타로(2018),  동경해상의 개호사업 추진사례, KIRI 심포지엄, 제13회

독일

Besche, Vieweg(2017), Die Pflege-versicherung(The long-term care insurance) 8판

Andreas Besche(2019), Long Term Care Insurance in Germany

Gerhard Backer(2016), Reform of the long-term care insurance in Germany, 

EC ESPN Flash Report 2016/43

Pamela Nadash, Pamela Doty, Matthias von Schwanenflügel(2018),

The German Long-Term Care Insurance Program: Evolution and Recent 

Developments, The Gerontologist, Volume 58, Issue 3, June 2018, Pages 588–597, 

https://doi.org/10.1093/geront/gnx018

영･미
등 

기타

OECD(2017),  health at a glance

https://www.cdc.gov/nchs/nsltcp/index.htm

Service Provision, Hospitalizations, and Chronic Conditions in Adult Day Services 

Centers: Findings From the 2016 National Study of Long-Term Care Providers

Long-Term Care Providers and Services Users in the United States: Data From the 

National Study of Long-Term Care Providers, 2015–2016

Rome, V., Harris-Kojetin, L., & Carder, P.(2019), Variation in Licensed Nurse 

Staffing Characteristics by State Requirements in Residential Care

Reaves, E. L.(2015). Medicaid and Long-Term Services and Supports: A Primer

<표 Ⅰ-2> 국가별 요양서비스 및 공･사 장기요양보험 관련 연구 정리

 

앞에서 살펴본 선행연구의 특징과 한계를 고려할 때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차별화된다.

첫째, 본 연구는 장기요양서비스(요양사업)에 보험산업 등 민영부문의 참여 가능성

을 살펴본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오영수(2008b)는 보험산업의 요양사업의 참여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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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성에 대해 검토하였지만 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된 2008년 이전의 상황에 대한 검

토였다. 따라서, 해당 연구는 최근의 변화 상황을 고려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나머지 대부분의 연구들은 간병 및 장기요양서비스의 

재원 마련 수단으로 간병보험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오승

연 외(2016a, 2016b)는 간병보험의 해외사례를 주로 검토하고 있으나 요양서비스 공

급자로서 보험산업의 역할에 대한 연구는 아니다. 김석영(2013)은 요양보험의 보장범

위 확대와 민영장기요양보험의 대응 방향에 대한 연구이다. 박선영(2014)도 주택연금

과 연계한 간병보험 상품의 개발을 내용으로 한다는 점에서 장기요양서비스의 공급주

체로서 보험회사의 역할을 논하는 것과는 거리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장기요양서비스와 간병보험의 관계에 초점을 둠으로써 재원문제를 

공･사 협력 관점에서 접근한다. 이와 관련하여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재원 마련으로 

보험료 인상, 수가 조정 등 노인장기요양보험 내에서의 해결을 고집하였다는 점에서 

공･사 협력적 해소 방안이 미흡하였다.

셋째, 민영부문의 장기요양사업 참여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해 서비스 수급대상자에 

대한 인식조사, 보험회사 담당자 면담, 경제적 효과분석, 해외사례 조사 등 종합적 관

점에서 검토한다. 특히, 장기요양서비스의 보험산업 참여가능성에 대한 실태조사는 한 

번도 수행된 바가 없다는 점에서, 그리고 요양사업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검토는 선행

연구에서 시도되지 못한 부분이라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3. 연구의 구성

본 연구는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우리나라 장기요양

서비스와 관련 공･사 요양보험의 현황을 살펴보고 평가한다. 특히 장기요양서비스를 

둘러싼 환경을 검토한 후 서비스의 확대 가능성을 보험산업 관점에서 진단하고 있다. 

제3장에서는 선진국의 장기요양서비스 및 요양보험에 대해 살펴본 후 시사점을 모색

하고 있다. 주요 분석 국가는 일본, 독일로 하였다. 일본은 민영보험회사들이 장기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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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11)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독일은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건강보험

제도와 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도입하여 동일 기관(건강보험공단)에서 함께 운영하고 있

다는 점에서 참고할 국가로 판단하였다. 제4장에서는 우리나라의 보험산업이 장기요

양사업에 참여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 살펴본다. 이를 위해 실태조사와 선진국의 경

험 등을 고려한 확대 가능성을 검토한다. 먼저, 실태조사와 관련하여서는, 장기요양서

비스를 받을 용의가 있는지, 산업 측면에서 역할 강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등에 

대해 소비자 인식조사를 수행한 후에 이를 정리한다. 다음으로 선진국의 경험 등을 활

용한 가능성 평가는 선진국의 고령화 과정과 이에 대한 공･사적 측면에서의 대응정도

를 고려하여 향후 민영부문에서 역할 강화의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5장에서는 

앞에서 살펴본 현황, 평가, 참여 가능성 분석 등을 바탕으로 보험산업 관점에서 요양사

업 참여 및 간병보험 정책방향을 제시한다. 제6장에서는 결론 및 정책 제언으로 마무

리하고자 한다.

11) ‘장기요양사업’이란 장기요양보험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노인 등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업을 의미함(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