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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전문병원과노인전문요양시설
도대체어디로가야하나요?

노쇠한어르신을모시는일을사회전체가나누어야한다는견해가조금씩자리를잡아가고올해부터는건강보험의틀

안에서노인요양병원에입원하는분들에대해새로운일당진료비정액수가를적용하고있다.

2008년7월부터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시행되면서요양병원과요양시설의역할을재정립해야한다는지적이끊이

지않고있다. 또노인인구의급속한증가로요양서비스의사회적요구가증가함에따라건강보험과노인장기요양보

험간의합리적역할설정이필요하다는주장도제기됐다.

이상황에서노인요양병원과요양시설을선택할때또한번의고민을안게된다. 어른을집에모시는동안고생도많

이했는데도병원에모시게된다는죄책감도들면서적지않은비용부담에겉으로하소연도못한다. 가정에서 접하

게돌보는사람이없다면시설에입소하는편이낫고, 의학적처치가필요하다면병원에입원을권유하고싶다.

1. 편의시설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미끄럼 방지 시

설이 되어 있어야 하고, 곳곳에 비상벨과 안전손

잡이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불필요하게 걸려

넘어질만한문턱이나줄같은것은없어야한다.

2. 휠체어가드나들수있도록충분한면적이보장되

어야한다. 장애를가진분들이화장실을쉽게이

용할수있는가가중요하다. 병상당화장실개수

가 많고, 병실에 가까이 있는 것이 좋다. 욕실도

마찬가지다. 

3. 간병 인력이나 간호 인력이 안정적인 곳이 좋다.

많은 연구들에서 환자 대비 간호 인력의 수가 많

을수록 서비스의 질이 높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등급 숫자가 클수록 환자 대비 인력이 적은 것이

고, 1등급에 가까울수록 인력이 충분해서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될 가능성이 높다. 그 외에도 병원

의 병상 수,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수도중요하다. 이 정보를아는것이중요한데요

양병원에 대한 진료비는 의사와 간호 인력의 등

급에 따라 다르게 매겨지기 때문이다. 일당 정액

인 요양병원 진료비는 환자가 도움을 필요로 하

는 정도, 즉 기능 상태에 따라 많아진다. 그리고

같은 환자가 동일 기간 입원해 있더라도 병원에

서 돌보는 인력이 많으면 진료비를 더 주도록 설

계돼있다. 환자대비인력이어느수준인지에따

라 건강보험과 환자 가족이 지불하는 금액이 달

라지는것이다.

4. 의료장비가 어느 정도 구비 되어있는가도 확인이

필요하다. 현재 시설, 인력, 장비 등으로 평가가

이루어지는 점도 중요하지만, 진정한 질 평가로

노인병원의 가치를 평가해 보는 것도 급선무다.

그외 환경친화적인시설로처음병원을방문할

때 냄새가 나는지 여부와 어른들의 표정과 면회,

방문의 제한여부, 방문객 수, 자원봉사자의 활용

도, 직원들의전문성여부등도중요한역할을한

다고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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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정의

목표

식대

간병비

인력

수가분류

의료서비스 요구도별로 분류(7개) 및 ADL에 따른 2~3
등급 분류
·일당정액수가제 차등적용
·일부 행위별수가 병행
·일부 비급여 항목 등

시설급여비용
·등급별로 월 한도액으로서 본인부담금 + 공단부담금
·일부 비급여 항목 등

입원기간중 소요비용은 본원 소식지 여름호 참조
(월120~130만원 예상)

시설입소시 소요비용은 가을호 참조
(입소 장소 및 등급에 따라 금액 달라짐) 

입원

주
대
상

노인전문병원의입소대상자
·65세 이상 노인
·65세 미만의 자로 치매, 뇌혈관질환 등 노인성 질병
을 가진 자

·회복기에 있는 환자, 신체기능회복 재활치료환자, 호
스피스 제공이 필요한 환자

·요양시설 혹은 재가 환자 중 급성기 치료 요하는 환
자, 중풍 재활치료 환자

·아급성기 노인환자 수용역할
(급성기 치료 이후의 의료행위)

요양생활유지환자
·65세 이상 노인
·65세 미만의 자로 치매, 뇌혈관질환 등 노인성 질병
을 가진 자

·등급판정 위원회에서 장기요양인정을 받은자(입소는
장기요양등급이 1~2등급자로 결정된 수급자)

적용
·건강보험료 납부자
·요양병원형 일당정액수가 적용

·장기요양보험가입자(건강보험료 납부자와 동일)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

기능상태유지 및 의학적 치료

·본인부담 50%+공단청구 50%

·본인부담100%(비급여항목)

·상근의사 등급제
·촉탁의(1주 2회 진료) 또는 협약 의료기관
의사(2주 1회 진료) 의무사항

·간호사 등급제,
물리치료사,사회복지사 상근 의무

·간호사 25인당 1인
물리치료사 50명당 1인 필수

·간병사 있음(요양보호사 규정 없음) ·요양보호사 : 입소환자 = 1 : 2.5 유지해야 됨
(7월부터 요양보호사 신규 채용시 1급자격자
기존간병인력2년유예-유예기간중 1급자격취득해야함)

·응급 이송시스템이 있음 ·응급 이송시스템이 없음
·협약의료기관과 협의하여 응급이송시스템 갖춰야 함
(의무사항)

·간병비용지원

·본인부담100%(식사재료비 비급여항목)

상태악화속도 완화 및 기능상태 유지

요양병원

의료법으로 의사 또는 한의사가 의료를 행하는 곳으로
요양환자 30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주로 장기요양을 요하는 입원 환자에 대하여 의료를 행
할 목적으로 개설하는 의료기관

노인복지법으로 치매, 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
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 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
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요양시설

노인전문병원(요양병원)과 노인요양시설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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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급여 등 급 월 한도액(30일 기준)

노인전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
생활가정(신설)

1등급

2등급

3등급

1,443,600 288,720 144,360

130,650

116,910

면 제261,300

233,820

1,306,500

1,169,100

노인요양시설

1등급

2등급

3등급

1,149,300 229,860 114,930

100,980

87,060

면 제201,960

174,120

1,009,800

870,600

일반(20%적용)
의료급여수급권
자(10%부담)

국민기초
수급권자

법정본인일부부담금

시설급여비용(등급별월한도액으로서본인부담금+공단부담금) 

등 급 월 한도액(30일 기준)

1등급

2등급

3등급

1,097,000 164,550 82,275

65,925

57,000

면 제131,850

114,000

879,000

760,000

일반(15%적용)
의료급여수급권
자(7.5%부담)

국민기초
수급권자

법정본인일부부담금

법정본인일부부담금+ 월한도액초과비용+ 의사소견서·방문간호지시서발급비용+ 비급여항목비용

(비급여항목비용은 식사재료비, 이·미용비, 급여이용자의 요청에 의한 1, 2인실 사용료(시설급여에 한함), 급여이
용자의 요청에 의한 원거리 외출시 소요되는 교통비, 급여이용자의 요청에 의한 여가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장기요양급여종류
- 재가급여: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구입·대여

- 시설급여: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특별현금급여: 가족요양비

본인부담금
- 재가급여: 비용의15%를부담

- 시설급여: 비용의20%를부담

- 예외)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전액면제

의료급여수급권자는본인부담금50% 경감(재가급여7.5%, 시설급여10%)

예)요양 1등급인 경우 월 한도액 1,443,600원 중 본인부담금 288,720원과 비급여금액(식재료비, 입원실 차액, 이미용비, 그 외 실비) 약 26

만원을 포함하여 170만원수준 월 생활비 예상됨.

정보마당|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요양시설입소시장기요양급여를이용할경우본인이부담해야하는비용은?

재가급여비용(등급별월한도액으로서본인부담금+공단부담금)

재가급여 4종(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방문목욕, 방문간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