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문요양서비스의 문제점과

통합재가서비스의 필요성

사회복지법인 행복한 사람들

박영숙



재가급여서비스 종류

방문요양
수급자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 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

1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수급자 가정을 방문하여

잔존기능 유지 향상을 위한

사회활동 훈련을 제공

방문간호
수급자 가정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

단기보호
월 15일 이내 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복지용구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

제공 및 대여

(대상자의 편의를 도모)

주·야간보호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방문목욕
목욕설비를 갖춘

차량을 이용하여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



구분 사무실
통신설비, 집기 등

사업에 필요한
설비 및 비품

이동용 욕조
또는

이동목욕차량

혈압계, 온도계
등 방문 간호에
필요한 비품

방문요양 O O - -

방문목욕 O O O -

방문간호 O O - O

재가급여기관 설치 기준2



재가급여기관 시설장 기준3

1.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및 방문 목욕서비스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의 자격을 취득한 자 또는

요양보호사 1급으로의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자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

2. 재가노인지원서비스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의 자격을 취득한 자

3. 방문간호서비스

: 간호업무경력이 2년 이상인 간호사로서 해당 시설에 상근하는 자
(보건진료소를 제외한 의료기관이 방문간호를 하는 경우에는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 중에서

해당 시설에 상근하는 자를 시설장으로 한다)



방문요양 인력기준4

1. 시설장 1명

2. 사회복지사 1명

(수급자 15명 이상일 때)

3. 요양보호사 15명 이상

(농어촌 지역일 때 5명)



노인장기요양보험 홍보영상5

https://youtu.be/JcA9y0q4Dfw

https://youtu.be/JcA9y0q4Df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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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7

❖공단에서 수급자의 기능상태와 욕구 등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인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을

수립하여 제공하는 것

❖원활한 급여이용을 지원하는 한편 무분별한 이용

을 예방하고 적정급여 이용을 위하여 수급자에게

필요한 급여내용·종류, 그리고 장기요양급여를

통해 달성할 수 있는 목표를 제공하는 것



방문요양서비스8

인지활동
지원

인지훈련
(5등급)

신체활동
지원

신체청결,식사도움,
배설도움,이동도움,
신체기능유지증진

정서
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식사준비, 청소,

외출도움, 일상업무
대행, 세탁등



인지활동형 방문요양9

❖ 5등급 대상자의 경우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120분

반드시 해야 됨

❖인지활동은 치매전문요양보호사가 함

❖치매가족휴가제

- 치매수급자(인지활동형 포함)은 연간 6일 이내

월한도액과 상관없이 단기보호급여 이용 가능

❖종일방문급여(1, 2등급)

- 1회당 12시간 동안 이용할 수 있으며 2회까지 가능



방문요양의 비용10

시간 금액

30분 이상 14,120원

60분 이상 21,690원

90분 이상 29,080원

120분 이상 36,720원

150분 이상 41,730원

180분 이상 46,130원

210분 이상 50,190원

240분 이상 53,940원



방문요양의 비용10

등급 월 한도액

1등급 1,456,000원

2등급 1,294,600원

3등급 1,240,700원

4등급 1,142,400원

5등급 980,800원

인지지원등급원 551,800원



방문요양의 비용10

❖예시) 10월의 경우

① 4시간(53,940원) X 27일 = 1,456,380원

② 3시간(46,130원) X 27일 = 1,245,510원



장기요양인력11

출처: 2016년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

재가(단위:명) 2012 2013 2014 2015 2016

사회복지사 3,427 3,828 6,623 8,440 9,747

의사(촉탁포함) 71 83 94 103 129

간호사 1,310 1,262 1,213 1,218 1,249

간호조무사 1,546 1,838 2,073 2,476 2,730

치과위생사 5 4 5 4 5

물리(작업)치료사 219 213 225 246 243

요양보호사 192,830 206,971 216,358 241,323 259,595

영양사 45 48 45 51 50

2015년 대비 요양보호사 7.6% 증가,

사회복지사 15.5% 증가,

간호사 2.5% 증가, 간호조무사 10.3% 증가



장기요양급여비용 공단부담금12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금액
(단위:억원)

(%) 금액
(단위:억원)

(%) 금액
(단위:억원)

(%) 금액
(단위:억원)

(%) 금액
(단위:억원)

(%)

재가급여 13,303 (100) 14,864 (100) 16,748 (100) 19,376 (100) 21,795 (100)

방문요양 10,724 (80.6) 11,736 (79.0) 13,119 (78.3) 14,809 (76.4) 16,076 (73.8)

방문목욕 707 (5.3) 736 (4.9) 711 (4.2) 723 (3.7) 754 (3.5)

방문간호 70 (0.5) 73 (0.5) 75 (0.5) 89 (0.5) 96 (0.4)

주야간
보호

958 (7.2) 1,279 (8.6) 1,745 (10.4) 2,563 (13.2) 3,608 (16.6)

단기보호 89 (0.7) 150 (1.0) 163 (1.0) 154 (0.8) 136 (0.6)

복지용구 756 (5.7) 891 (6.0) 934 (5.6) 1,037 (5.4) 1,125 (5.2)

출처: 2016년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

2015년 대비 재가급여 12.5% 증가



서비스 만족도 조사 결과 (2019.07)13

❖올해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시행 11년째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소비자가 뽑은 ‘2019 올해의

브랜드 대상’의 ‘2019 올해의 브랜드’에 선정됨

- 4회 연속 수상

http://www.google.com/url?sa=i&rct=j&q=&esrc=s&source=images&cd=&ved=2ahUKEwj86P_Bs7blAhWVc3AKHYTbAKAQjRx6BAgBEAQ&url=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37994&psig=AOvVaw31NEQCB3klgwZB3Oz9SDcc&ust=1572058193974824
http://www.google.com/url?sa=i&rct=j&q=&esrc=s&source=images&cd=&cad=rja&uact=8&ved=2ahUKEwiMy9Kts7blAhVYc3AKHfwyBIMQjRx6BAgBEAQ&url=http://www.google.com/url?sa=i&rct=j&q=&esrc=s&source=images&cd=&ved=&url=http://www.akomnews.com/bbs/board.php?bo_table=news&wr_id=12629&psig=AOvVaw31NEQCB3klgwZB3Oz9SDcc&ust=1572058193974824&psig=AOvVaw31NEQCB3klgwZB3Oz9SDcc&ust=1572058193974824


서비스 만족도 조사 결과 (2018.11)13

❖장기요양서비스 개선 요구사항

1. 본인부담금 감경 대상자 확대로 수급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 (48.7%)

2. 더 많은 어르신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장기요양서비스 대상 확대 (39.4%)

3. 어르신 기능 상태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

발굴 및 제공 (25.2%)



방문요양의 한계14

❖단일급여 편중

- 요양보호사가 단독 케어

- 방문요양 이용률 82% 제공(가사지원 중심)

❖대상자중심 통합케어플랜 개념 부재

❖주5~6일간 1회 방문 장시간 케어

❖건강관리서비스 부재, 간호서비스 연계 미흡

❖정기적인 사례회의 등 체계적인 관리 미흡



통합재가서비스15

❖하나의 장기요양기관(동일 기관기호)에서

수급자의 기능상태와 욕구에 따라 여러 가지

재가서비스를 월 단위(초일~말일)로 통합하

여 제공하고, 사회복지사-간호사-요양보호사

팀워크 체계 기반의 수급자 관리



통합재가 시범사업 적용 모델16

구분
1차 시범사업
(2016.7~12)

2차 시범사업
(2017.3~9)

3차 시범사업
(2018.6~12)

핵심

사항

•방문형 요양, 목욕,

간호 통합적 제공

•요양, 목욕, 간호 통합적 제공

•통합형 vs 연계형 적용

•가정방문형(요양, 목욕, 간호)

•주야간보호통합형

(주야간보호, 요양, 목욕 간호)

대상자
•통합재가요양기관

30개소, 300명

•통합재가요양기관당 30개소, 300명

•연계형 기관 10개소

•가정방문형 20개소, 600명

•주야간보호통합형 10개소, 100명

급여

내용

•요양: 다횟수 제공

•건강관리, 간호처치

제공

•요양: 다횟수 제공

•건강관리, 간호처치 제공

•협력의에 의한 방문간호지시서 발급

•가정방문형: 다횟수 제공

•주야간보호통합형: 주야간 보호

+방문요양(1일 60분 내)

•협력의에 의한 방문간호지시서 발급

(가정방문형 한정)

전달

체계

•기존 방식 유지

•모니터링 2개월 단위

•건보공단-기관 간 협업체계 구축

(표장기에 기반한 급여제공계획수립)

•모니터링 2개월 단위

•건보공단-기관 간 협업체계 구축

(표장기에 기반한 급여제공계획 수립)

•모니터링 2개월 단위

재정

•기존 수가청구방식 유지

•건강관리서비스는 무료

•월정액 설계, 적용(요양+목욕+간호)

•통합형기관에 한정,

연계형 기존 수가 적용

•월정액 의무화

•주야간보호통합형의 경우

주야간보호서비스 무료



추진 배경17

1. 단일급여편중이용

- 방문요양 82% 

2. 일률적인 패턴의 단일 서비스 이용

3. 지역사회 맞춤형 돌봄서비스 추구



추진 목적18

• 서비스 통합 제공 및 사례관리 강화에 따른 재가서비스

질 제고

• 주기적인 건강관리로 수급자의 심신기능 향상·유지하여

시설입소 예방

“aging in place” 수급자가 거주지에서 질 높은 서비스를 받고

건강하고 존엄한 노후생활을 영위



통합재가서비스19

1. 월정액

- 장기요양급여비용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100%

2. 필수서비스

- 급여종류별 필수 서비스 제공 횟수 반드시 충족

(감액 기준)

주야간보호통합형
주야간보호 월8회(주2회) 이상,

방문요양 월1회 이상 제공

가정방문통합형



통합재가서비스-가정방문통합형19

❖기본원칙

- 방문요양 월4회 (주1회) 이상,

방문간호 월4회 (주1회) 이상

- 간호사, 사회복지사의 사례관리 월1회

업무 수행



통합재가서비스-가정방문통합형19

❖월정액 산정

- 급여제공 기준일수와 1일 평균 방문

요양 시간 100% 이상 모두 충족

→ 월정액 100% 지급



통합재가서비스-가정방문통합형19

❖인력배치 기준

- 방문요양 이용자 15명 이상,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방문간호 간호사

의무 배치



통합재가 급여 모형20

❖예) 3등급일 경우

월한도액 1,240,700원

방문요양 180분(3시간) X 20일 =928,600원

방문간호 30분 이상 X 4일 =176,760원

방문목욕 (욕조) X 3일 =122,520원

합 계 1,227,880원



통합재가급여의 필요성21

❖질 높은 서비스 제공

- 다직종 연계에 따른 서비스 제공

❖케어매니지먼트 체계 도입

- 보호자 중심이 아닌 대상자 중심의 욕구파악

❖월정액 수가체계 도입으로 기관의 재정의 안정보장

❖월급제 요양보호사 배치로 고용 안정

❖보험자(공단)-대상자(보호자)-서비스 제공자간

격월 1회 이용지원 회의 실시



통합재가급여의 필요성21

❖ 2018년 제2차 장기요양 기본계획에서도 분절적인

서비스 형태의 개선을 위해 수급자 욕구에 맞는

맞춤형 통합적 재가서비스 제공하겠다는 계획이

나와 있음

① 서비스 통합 제공 및 사례관리 강화에 따른

재가서비스 질 제고

② 주기적인 건강관리로 수급자의 심신기능

향상·유지하여 시설입소 예방

→ aging in place



제언22

❖표준장기요양계획서의 의무화를 강력히 시행해야 됨

- 현재 공단에서 작성하는 서비스 이용 계획에

있어 전문성이 요구됨

❖통합재가서비스 이용을 유도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 통합재가서비스 실시 기관에 인센티브 제공

- 단일 서비스 제공하는 기관들의 장기요양

인력에 대한 투자를 하도록 유도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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