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기요양 운영사업
< 연도별 예 ․ 결산액 >

구 분
장기요양 운영사업
□

사업목적 및 내용

’14결산

(백만원)

’15결산 ’16결산 ’17결산 ’18예산
34,082
41,021
45,737
82,730

인정관리 및 이용지원】
 합리적 인정관리로 수급자 확대 및 적정관리, 수급자 중심의 적정 급여이용 체계 강화
【요양서비스개선가족상담】
 가족상담 지원서비스 제공으로 재가수급자 가족의 부양부담 완화 및 삶의 질 향상
【장기요양모바일사업】
 모바일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현장중심의 업무처리 지원
【자원관리 및 직무교육지원】
 장기요양 인프라의 효율적 관리 및 지원
【급여평가】
 장기요양기관 평가제도의 내실화 및 서비스 질 향상 유도
【제도연구지원 및 제도관리】
 노인장기요양보험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질 향상 및 보장성 확대방안 연구
 품격 높은 제도발전의 기반구축 지원·관리
【장기요양정보지원】
 효율적 정보전달 시스템 구현을 위한 홈페이지 운영
【고객서비스지원】
 통합 상담시스템 재구축으로 고객 중심의 서비스 기반 조성
【정책및제도홍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10주년’기념 대국민 홍보
【종합기획조정】
 경영혁신 추진 및 직원역량 강화를 통한 제도발전 기반 마련
【직제 및 성과평가】
【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내부평가제도 운영 및 성과 중심의 조직문화 확산
【재정운용】
 재정관리의 내실화로 재무구조 건전성 지속 유지
【지출 및 자금관리】
 재무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업무개선 추진
【인사관리 및 임금관리】
 직원 모두가 공감하는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제도 정립 및 체계적 임금관리
【총무 및 사회공헌】
 계약업무의 투명․공정․전문성 강화
【자산 및 임차관리】
 재물조사 및 물품수급관리를 통한 효율적 자산관리 체계 구축
【인재양성】
 국민의 평생건강을 지키는 건강보장 전문 인재 양성
【감사】
「시스템 감사」를 통한 뉴비전 성과창출 지원 강화
【사옥관리 및 인재개발원 운영】
 자체사옥 확보로 고객의 불편해소 및 서비스 향상
 안정적인 교육기반 확보를 위한 연수원 운영 업무 추진


□

추진근거

인정관리 및 이용지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3조(장기요양인정의 신청), 제14조(장기요양인정 신청의 조사),
제15조(등급판정 등) 등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조 (장기요양급여제공의기본원칙), 제48조 (관리운영기관등) 등
【요양서비스개선가족상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조(목적), 제48조(관리운영기관 등)
【장기요양모바일사업】
 장기요양통합정보시스템(LIIS) 구축 사업 계획(안) 승인(ʼ14.11~ʼ16.6)
【자원관리 및 직무교육지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장기요양기관의 지정), 제32조(재가장기요양기관의 설치),
【

제33조(장기요양기관의 시설ㆍ인력에 관한 변경) 등
【급여평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4조(장기요양급여의 관리․평가), 제60조(자료의 제출 등) 등
【제도연구지원 및 제도관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8조(관리운영기관 등), 제55조(이의신청), 제56조(심사청구) 등
【장기요양정보지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4조(장기요양기관정보의안내등), 제48조(관리운영기관등) 등
【고객서비스지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고객헌장과 고객만족도 조사)
【정책및제도홍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8조(관리운영기관 등)제2항
【종합기획조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8조(관리운영기관 등)
【직제 및 성과평가】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제31조(기관장과의계약) 및동법제47조(경영실적등의보고) 등
【재정운용】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8조(장기요양보험료의 징수), 제50조(장기요양사업의 회계) 등
【지출 및 자금관리】
 국세기본법 제2조(정의), 지방세법제78조(세율), 지방세법제80조(과세표준)
【인사관리 및 임금관리】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 및 근로기준법, 단체협약, 내부규정 등
【총무 및 사회공헌】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기록물의 폐기)
【자산 및 임차관리】회계규정 및 시행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인재양성】국민건강보험법 제14조(업무 등)
【감사】건강보험법 제22조(임원의 직무), 정관 제11조(임원의 직무) 등
【사옥관리 및 인재개발원 운영】
 공단 정관 제37조 제1항 6호(자산의 관리·운영 및 증식사업), 제51조(자산의
구분과 처분제한)
 국민건강보험법 제14조(업무 등), 인사규정 제58조(교육) 등

2. 장기요양 급여사업
< 연도별 예 ․ 결산액 >

구 분
장기요양 급여사업
□

’14결산

사업목적 및 내용

(백만원)

’15결산
’16결산
’17결산
’18예산
- 4,006,661 4,409,392 5,180,395 6,638,412

급여지급관리】
 수요자 중심의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 및 안정적 장기요양 의료급여재정 관리
【심사운영】
 부당청구 사전․사후 관리 강화를 통한 재정누수 방지
【심사관리】
 상생발전을 통한 안정적 청구체계 정립
【급여사후관리】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급여비용 환수를 통한 보험 재정 안정화
【보험료환급관리】
 장기요양보험료 과오납 환급금 충당‧지급 시 이자의 적기‧적정 지급
【현지조사지원】
 체계적인 사후관리로 현지조사 내실화
【급여기준․수가관리】
 수급자 급여이용 도모를 위한 합리적인 급여기준 개선
【복지용구관리】
 고품질, 적정가격 복지용구 제공으로 수급자 만족도 up
【요양시설건강관리강화】
 요양시설 내 상시적인 의료서비스 체계 구축
【요양서비스개선통합재가】
 장기요양보험 대상자가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지역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일상생활지원과 함께 건강관리 및 간호, 목욕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급여유형을 개발하여 수급자 서비스 질 향상 도모
【

□

추진근거

급여지급관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3조(장기요양인정의 신청) 및 시행규칙, 제4조(의사소
견서 발급비용 등) 등
【심사운영】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1조(장기요양 급여비용의 심사․지급) 등
【심사관리】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9조(전자문서의 사용), 제38조(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
청구 및 지급) 등
【급여사후관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1조(장기요양보험가입 자격 등에 관한 준용), 제29조
(장기요양급여의제한), 제30조(장기요양급여의 제한 등에 관한 준용), 제43조
(부당이득의 징수) 등
【보험료환급관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1조(장기요양보험가입 자격 등에 관한 준용), 국민건
강보험법 제86조(보험료등의 충당과 환급)
【현지조사지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1조(보고 및 검사), 제43조(부당이득의 징수) 등
【급여기준․수가관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장기요양급여의 종류), 제39조(재가 및 시설 급여비
용의 산정), 제40조(본인일부부담금) 등
【복지용구관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장기요양급여의 종류), 시행령 제9조(기타재가급여),
시행규칙 제19조(기타재가급여 제공기준 등) 등
【요양시설건강관리강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등
【요양서비스개선통합재가】
 「장기요양 통합재가서비스 2차 시범사업 실시 협조」(1.6.)
【

3. 장기요양 예방사업

<

구 분
장기요양 예방사업

’14결산

연도별 예 ․ 결산액 >
(백만원)

’15결산 ’16결산 ’17결산 ’18예산
2,665
491
473
514

사업목적 및 내용

□

노인성질환예방관리

ㅇ

예방사업지원】

【

노인성질환예방사업을 통한 어르신들의 인지‧신체기능 유지 및 증진으로
노후 삶의 질 제고
∙ 힘뇌체조 보급, 인지훈련도구 신규개발, 노인성질환예방사업 실시 등을 통한
어르신들의 신체 인지 기능 유지 및 증진



추진근거

□

노인성질환예방관리

ㅇ

예방사업지원】

【


노인장기요앙보험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제6조(장기
요양기본계획) 및 시행령 제3조 등

4. 장기요양 정보화사업

<

구 분
장기요양 정보화사업
□

’14결산

연도별 예 ․ 결산액 >
(백만원)

’15결산 ’16결산 ’17결산 ’18예산
18,180
21,601
4,258
5,871

사업목적 및 내용

정보관리 일반
【IT기획】
 노인장기요양 통합정보시스템 안정적 운영
 현장 소통 활성화를 통한 현장중심 서비스 제공
 사무환경 개선을 통한 쾌적한 근무 환경 조성
 사용자 만족을 위한 정보시스템 개발 및 운영
【빅데이터운영】
 빅데이터 기반 정보 활용 능력 강화

ㅇ

□

추진근거

정보관리 일반
【IT기획】
 정보시스템운영지침 등
【빅데이터운영】
 통계관리지침
 통계법 제4장 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 제11조 자체통계품질진단 등

ㅇ

5. 행정지원사업
<

구 분
행정지원사업
□

’14결산

연도별 예 ․ 결산액 >
(백만원)

’15결산 ’16결산 ’17결산 ’18예산
- 196,783 209,622 225,835 239,017

사업목적 및 내용

장기요양 인건비
【총인건비】
 보수체계의 합리화 도모
 보수지급 및 관리의 효율성 제고
 정부 정책에 부합하는 인건비 운용
【기타인건비】
 정부 정책에 부합하는 인건비 운용
ㅇ 장기요양 기본경비
【기본경비】
 본부 각 부서 및 지역본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 본부 11개 부서, 연구원, 인재개발원 및 6개 지역본부
ㅇ

□

추진근거

장기요양 인건비
【총인건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집행지침, 임금협약, 단체협약, 보수규정
【기타인건비】
 ‘예산집행지침’ (공단)
ㅇ 장기요양 기본경비
【기본경비】
 정부 예산편성지침 준용, 기재부‘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준수
 2018년도 사업예산안 편성기준('17.5월)
ㅇ

6. 재무지출사업

<

구 분
재무지출사업
□

연도별 예 ․ 결산액 >

’14결산 ’15결산 ’16결산 ’17결산 ’18예산
357
840
37,691

사업목적 및 내용

재원관리
【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 적기 충당
∙ 예비비 운용을 통한 유연한 정책 추진 지원

ㅇ

□

추진근거

재원관리
【예비비】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관 제56조(예비비)

ㅇ

(백만원)

