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Ⅱ.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현황 분석

1. 공적보험의 제도 현황

2007년 제정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근거하여 2008년부터 시행된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는 제도적으로 매우 특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보험 급여의 주 대상은 65세 

이상의 노령계층이지만 보험료 등 비용의 부담은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로 정하고 있다. 

관리운영기관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이지만 제도 자체가 국민건강보험과 밀접하게 연결

된 구조를 가지고 있다. 국민건강보험은 보험료 납입을 전제로 적용되는 사회보험이고 

공공부조인 의료급여는 별개의 제도이지만,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는 보험형태의 가

입자와 공공부조 형태의 의료급여 대상자가 함께 관리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특징적이

다. 따라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인구의 개념도 모호하다. 가입자로서 보험료 납입자

를 기준으로 하면 5,288만 명(2019년)이지만, 보험급여를 받는 65세 이상 인구를 기준

으로 하면 800만 명(전체인구의 15.1%)이 된다.

구분 2008 2010 2012 2014 2016 2018 2019

의료보장 50,001 50,581 51,169 51,757 52,273 52,557 52,880

건강보험 48,160 48,907 49,662 50,316 50,763 51,072 51,391

의료급여 325 117 115 111 100 95 96

기초수급 1,517 1,557 1,392 1,330 1,409 1,390 1,392

65세
이상

의료보장 5,086 5,449 5,922 6,463 6,940 7,612 8,003

건강보험 4,600 4,979 5,468 6,005 6,445 7,092 7,463

의료급여 80 48 47 45 42 40 42

기초수급 407 422 407 413 453 479 498

<표 Ⅱ-1>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적용대상 범위
(단위: 천 명)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 각 연도



6 연구보고서 2020-13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가 납입하는 보험료에 부가하여 징수되는 

보험료 수입과 보험료의 20%에 상당하는 국고지원금과 의료급여 및 기초수급 대상자 

대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부담금으로 재원이 조달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험료 수입은 2008년에는 3,723억 원이었으나 2019년에는 4

조 8,506억 원으로 연평균 26.3% 증가했다. 국고지원금은 2008년에는 1,181억 원이었

으나 2019년에는 8,912억 원으로 연평균 20.3% 증가했다. 또한 의료급여부담금은 

2008년 2,575억 원에서 2019년에는 1조 6,986억 원으로 연평균 18.7% 증가했다. 총수입

은 연평균 23.3% 증가하여 2008년의 7,518억 원에서 2019년 7조 4,977억 원으로 늘었다.

총수입의 증가는 가입자 수, 가입대상자 소득, 보험료율의 곱으로 계산될 수 있다. 

2008년부터 2019년까지 가입자 수는 연평균 0.5% 증가하였지만 보험료 수입은 연평

균 26.3% 증가한 것은 가입자의 비용 부담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험료율은 2020년에는 국민건강 보험료 대비 4.05%(2008년)에

서 10.25%로 상승했다. 소득 대비 보험료율은 2008년 0.21%에서 0.55%로 인상되었

다. 보험료율이 동기간에 2.62배 증가한 것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단년도 회계를 

기준으로 급여지출의 증가에 대응하여 보험료율이 높아진다는 것을 감안하면 주로 급

여지출의 증가에 따라 보험료 수입이 증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국고지원금은 보험료 

수입의 20%로 법으로 정해져 있어 보험료 수입에 비례하여 증가되고 있다. 국고지원

금의 동 기간 증가율은 20.3%로 보험료 수입의 증가율 26.3% 보다 낮은 것은 정부가 

보험료 수입에 상응하여 국고지원의 법정기준을 준수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구분 2008년 2010년 2012년 2014년 2016년 2018년 2019년

총수입 7,518 27,720 34,706 40,439 46,635 60,657 74,977

장기요양보험료 3,723 17,509 23,137 26,612 30,506 38,474 48,506

국고지원금 1,181 3,323 4,152 5,033 5,525 7,107 8,912

의료급여부담금 2,575 6,708 7,028 8,068 9,773 14,385 16,986

기타수입 39 180 389 726 831 691 573

<표 Ⅱ-2>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원별 변화 추이
(단위: 억 원)

자료: 보건복지부 노인장기요양보험위원회(202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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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급여 신청자와 인정자 수를 비교해보면, 2019년 기준으로 신청자는 

111.3만 명, 인정자는 77.2만 명이다. 노인인구 대비 신청률은 2008년 7.4%에서 2019

년 13.9%로 높아졌고, 노인인구 대비 인정률은 2008년 4.2%에서 2019년 9.6%로 높아

졌다. 신청자 수는 동기간 연평균 10.4% 증가하였는 데 비하여, 인정자 수는 동기간 연

평균 12.4% 증가하였다. 2008년에서 2019년 기간 중 노인인구의 연평균 증가율이 

4.2%인 것과 비교할 때, 인정자 수가 더 높은 증가율(7.8%p)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인정자 수가 빠르게 증가한 것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지출 증가에 큰 영향을 미친 것

을 알 수 있다.

<그림 Ⅱ-1>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자 수 변화
                                                                         (단위: 비율)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 각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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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적보험의 재정 현황

가. 재정지출의 변화 추이

노인장기요양보험 총지출은 2008년 5,731억 원에서 2019년 8조 1,579억 원으로 연평

균 27.3% 증가하였다. 급여지출은 동 기간 중 4,585억 원에서 7조 8127억 원으로 연평균 

29.4%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급여지출 증가는 인정자 수 증가(12.4%)보다 17.0%p가 

높은 것이다. 아래 그림에서 보여주듯이 총지출의 증가 곡선은 2017년 이후 보다 가파

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노인인구 증가율이 일정하게 늘어

나고 있음을 볼 때 제도상의 증가요인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Ⅱ-2>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지출 변화
(단위: 명)

자료: 보건복지부 노인장기요양보험위원회(2020. 9)

2008~2019년 기간의 총수입의 연평균 증가율은 23.3%이다. 이는 앞에서 보였던 총

지출 증가(27.3%)보다 낮은 것이다. 수지율(총지출 대비 총수입)은 2008년에는 1.31이

었으나 2019년에는 0.92로 떨어졌다. 수지율은 2016년부터 1 이하로 하락하였는데, 

재정수지가 2016년부터 흑자에서 적자로 바뀌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적립금도 

2015년까지 꾸준히 증가하여 2015년에는 2.4조 원이었으나 2016년부터 감소세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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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하여 2019년에 0.7조 원이 되었다. 원칙적으로 단년도 회계방식에 기초하여 운영되

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당년도 지출액에 상당하는 비용을 당년도 수입액으로 조달해

야 한다. 다만, 차기 연도의 정확한 지출액을 알 수 없으므로 가까운 몇 년간 지출 추이

를 기준으로 지출액을 예정하고 수입액을 정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수지 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다만, 정책적으로 예상되는 지출액과 수입액을 조정하여 실제 보험료율

을 정하기 때문에 수지 차의 변동은 정책적 요인이 크게 작용한다 할 수 있다. 노인장

기요양보험의 준비금은 국민건강보험법을 준용1)하여 당년도 지출액의 50% 수준을 유

지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2019년의 준비금 비율은 9.0%에 불과할 정도로 감소된 것

이다. 2016년 이후 몇 년간 지출의 증가에 상응하여 수입을 증가시키지 않은 결과라 

볼 수 있다.

<그림 Ⅱ-3> 노인장기요양보험 누적수지 및 수지율
                                                                 (단위: 조 원, 비율)

    자료: 보건복지부 노인장기요양보험위원회(2020. 9)

1) 국민건강보험법 제38조(준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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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4>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와 보험료율의 증가율 비교
(단위: 비율)

나. 재정지출의 변동요인 분석

급여지출의 증가를 분석하기 위하여 급여지출, 보험수가, 인정자 수의 변화를 비교

해보았다. 제도가 2008년 하반기에 시작되어 2008년과 2009년의 비교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2010년부터 비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급여지출의 증가는 인정자 수와 보험

수가의 변동으로 대부분 설명이 가능하다. 실제로 인정자 수 증가율과 보험수가 인상

률을 합계한 수치와 급여지출의 증가율이 거의 비슷하게 변동하고 있음을 다음 <그림 

Ⅱ-5>에서 알 수 있다. 2015년과 2019년에는 보험수가 인상률과 인정자 수 증가율의 

합이 급여지출 증가율보다 낮고, 그 외의 연도에서는 보험수가 인상률과 인정자 수 증

가율의 합이 급여지출 증가율보다 높지만 전체적 추이는 유사하다. 이는 급여지출 증

가가 급여 관련 보장성 측면에서 증가요인보다는 인정자 수의 증가와 보험수가의 증

가에 기인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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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5> 급여 증가율과 수가 인상률과 인정자 수 증가율의 합의 비교
(단위: 비율)

한편 인정자 수 증가는 노인인구 수 증가와 제도상의 인정률의 증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2011년만 인정자 수 증가율이 노인인구 증가율보다 낮았고, 그 이외의 연도에

서는 인정자 수 증가율이 높았다. 인정자 수 증가율에서 노인인구 증가율을 차감한 수

치(인정기준이라 칭함)의 변동을 보면 2013년 이후 빠르게 높아져서 2018년과 2019년

에는 더 높이 나타났다. 이는 제도상의 인정기준 완화 조치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

된다.

급여지출의 증가가 높았던 최근 2019년을 보면, 급여지출의 증가율은 23.0%인데, 

노인인구의 증가율 5.1%. 보험수가의 증가율 5.4%, 인정자 수의 증가율에서 노인인구

증가율을 차감한(인정기준) 증가율은 9.5%여서, 급여지출의 증가율과 이 세 가지 요인

의 합계 차이는 3.0%였다. 3.0%는 설명되지 않은 요인이라 할 수 있지만 주로 여러 가

지 급여제도상의 변동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보험수가 인상률은 노인장기요양보

험 서비스 인력의 임금수준과 관계가 높은데, 2018년은 주로 국가적으로 최저임금의 

인상이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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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노인 수 0.034 0.036 0.049 0.046 0.044 0.040 0.033 0.053 0.041 0.051

인정기준 0.065 -0.009 0.004 0.059 0.075 0.060 0.076 0.069 0.101 0.095

보험수가 0.007 0.000 0.019 0.047 0.043 0.000 0.010 0.041 0.113 0.054

급여지출 0.388 0.083 0.052 0.134 0.133 0.135 0.110 0.159 0.242 0.230

<표 Ⅱ-3>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여증가 요인의 분해
(단위: 비율)

총지출은 보험급여지출, 의료급여지출과 관리운영비의 합계이다. 의료급여지출은 

상대적으로 비중은 낮지만 보험급여지출에 상응하여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의 총

지출은 노인장기요양보험과 관련하여 수급자가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것이

다. 급여항목별로 본인부담금 비율은 상이한데, 본인부담금 부분을 합하여야 노인장기

요양보험의 수요액이라고 할 수 있다. 시설급여의 본인부담비율은 20%이고, 방문급여

의 본인부담비율은 15%이다. 의료급여 대상자는 본인부담이 없다. 그 외 경감대상자

에 대해서는 본인부담비용을 추가 감면한다.

3. 사적 관련 보험의 현황

사회보험으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있다면, 민영보험에는 간병보험이 있다. 간병

보험은 보험기간 중 치매나 활동불능상태가 되어 다른 사람에 의한 간병이 필요할 경

우, 간병자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간병보험은 중증치매 또는 활동불능상태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 지급되는데, 이의 판단기준은 보험사별 약관에 별도로 정하거나 노인장

기요양보험에 의하여 판정된 등급으로 하고 있다. 

강성호·김혜란(2019)의 연구에 따르면, 2019년 5월 현재 생명보험업계에서는 치매·

간병보험을 99개 판매하고 있고, 손해보험에서도 장기 및 치매간병비의 형태로 보장

하고 있다. 생명보험의 간병보험 보유 계약은 2018년 현재 건수로는 26만 4천 건, 금

액으로는 4조 5,390억 원 규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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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08년 2013년 2018년

건수
(천 건)

금액
(십억 원)

건수
(천 건)

금액
(십억 원)

건수
(천 건)

금액
(십억 원)

보유계약
143 2,443 125 1,588 264 4,539 

(-12.6) (-35.0) (111.2) (185.8)

신계약
9 252 19 218 42 659 

(-30.1) (-1.3) (20.7) (7.1)

<표 Ⅱ-4> 생명보험회사의 간병보험 실적

주: (  ) 안은 전년 대비 증가율임
자료: 생명보험협회; 강성호･김혜란(2019)을 참조함

한국신용정보원의 ｢치매보험 가입현황을 통해 본 고령층 보험시장의 시사점｣ 보고

서에 따르면, 2019년 상반기의 신규 치매보험의 가입 건수는 136만 2,000건으로 2018

년 하반기(43만 4,000건)보다 3배 이상 급증했다. 특히, 경증 치매보험 가입은 19만 

9,000건에서 110만 2,000건으로 5배 넘게 증가하였다. 공적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출의 

급속한 증가와 함께 민영보험에서 경증 치매보험 가입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시사

하는 바가 크다.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보장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치매 등 노인성 

질환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가 높아진 것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Ⅱ-6> 치매보험 가입 동향
                                                                     (단위: 만 건)

      자료: 김현경(20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